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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토지이용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1.1 현황분석

1.1.1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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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2㎢, 14.4％, 답이 18.81㎢, 13.9% 등으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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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23.92㎢는 염전, 하천, 잡종지, 구거, 제방 등 전체적으로 

1％~3% 내외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유

수면인 해면부 면적 32.03㎢임

구 분 계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공장

용지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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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비(％) 100 14.4 13.9 29.9 8.0 10.4 5.4 18.0

<표 2-2-1>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 용도별 현황

∙ 시흥시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시흥

도시계획구역은 1996년 11월 반월도시계획구역에서 분리되어 

166.60㎢가 지정됨

∙ 현재 시흥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은 22.61㎢로 16.8％, 상업

지역은 1.56㎢로 1.2％, 시화공업단지 등의 공업지역은 11.07㎢로 

8.2％, 녹지지역은 94.42㎢로 70.2％를 차지하고 있음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면적(㎢) 134.57 22.61 1.56 11.07 94.42 4.91

구성비(％) 100.0 16.8 1.2 8.2 70.2 3.6

<표 2-2-2> 용도별 현황

자료 : 시흥시, 시흥시 내부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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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현황

∙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연혁은 1971년 12월의 2차 고시와 

1972년 8월의 3차, 1976년 12월 4차 고시에 의해 총면적 

112.96㎢으로 고시되었고, 시흥시 전역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

∙ 기준년도 2008년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93.65㎢로 도시계획

구역 면적 대비 70.6%를 차지하고, 2010년 현재 86.99㎢(광명

-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50호)로 도시계획구역 134.57㎢ 중 64.6%를 차지

1.2 문제점 진단

1.2.1 토지이용 SWOT 분석

∙ 시흥시는 산재한 도시구조와 낙후된 도시 인프라 구축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정비방안을 수립중이며, 이에 따라 각종 

시흥시 관련계획의 기점으로 활용하고자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수립 중임

∙ 서울에서 근거리에 입지하고 있으며, 인근 대도시 사이에 

입지한 지리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욱이 개발제한구역

이라는 대규모 녹지공간을 보유한 수도권의 중추도시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대규모의 개발가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국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등 향후 

도시의 급속한 성장을 도래할 만한 도시여건을 보이고 있으며, 

송도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의 개발에 따른 유발효과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임

∙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시화공단은 성장

관리권역임)에 속한 도시의 법적 제약요건으로 개발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 134.57㎢ 중 64.6%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한정된 시가지에 인구의 유입이 지속된 결과 기성

시가지는 과밀화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구축의 

지연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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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각종 고속도로에 의해 시가지가 단절되어 있으며, 환경과 

규제로 인해 투자여건이 아직 미성숙 되어 있는 외부적 위협

요인을 가지고 있음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선계획 후개발 원칙 수립

․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

․ 친환경적 토지이용구상 가능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 개발제한구역 과다로 인한 개발제한

․ 기성시가지의 과밀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 GB조정가능지 단계별 개발

․ 국책사업의 추진

․ 주변지역 개발효과 흡수가능

․ 광역도로에 의한 도시의 단절

․ 환경보존논리 심화

․ 규제로 인한 투자여건 미성숙

<표 2-2-3> SWOT 분석 

2. 개발가능지 분석

2.1 분석기준

∙ 계획대상지역에서 자연적 요소에 의한 개발불가능지와 개발

제한구역 등 경직된 개발규제를 받고 있는 개발억제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개발가능지로 간주함. 아울러 개발가능지 중

에서 이미 시가지로 조성된 기개발지를 제외하여 미개발지 

규모를 파악함

∙ 표고, 경사, 생태자연도, 용도지역, 시가화 도면, 공원, 하천, 

저수지 현황 등을 토대로 GIS중첩기법을 활용하여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개발가능지 등의 면적을 추출함

∙ 결과적으로 개발가능지는 자연녹지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

지역 등이 해당됨

∙ 시흥시 행정구역 면적은 166.60㎢이나, 해면부 32.03㎢는 분석의 

의미가 없어 개발가능지역 분석의 기준면적은 행정동 전체

면적인 134.57㎢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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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개발지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

기준

◦주․상․공업지역

등 시가화지역

◦택지, 도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개발계획 수립

지역

◦자연녹지지역

◦경사 15도미만

◦생태자연도 2등급지

◦경사 15~30도 미만

◦개발제한구역

◦생산녹지, 보존녹지

◦각종 보호구역 등

◦표고 75m 이상

◦경사 30도 이상

◦공원, 저수지 등

◦생태자연도

1등급지

<표 2-2-4> 개발가능지역 분석기준

주) 분석기준은 도시기본계획 지침 및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함

2.2 분석과정

2.2.1 자연환경요소

∙ 표고 75m 이상은 11㎢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사 15도 이상인 지역은 19㎢로 전체의 14.1%를 차지하고 

있음

∙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과 기성시가지내의 도시공원이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및 별도관리구역은 시흥시내 없음

<그림 2-2-1> 표고 75m 이상 

  

<그림 2-2-2> 경사 15도 이상 

<그림 2-2-3> 하천, 저수지

  

<그림 2-2-4> 생태자연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 143 -

2.2.2 인문환경요소

∙ 용도지역상 주․상․공업지역 내는 도시공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가지로 개발되었음

∙ 시가화지역외의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직된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지역이므로 개발

억제지로 분류함

∙ 용도지정된 상황을 근거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은 약 

35.24㎢(주거 22.61㎢, 상업 1.56㎢, 공업 11.07㎢)로 전체의 

26.2%를 차지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은 86.99㎢로 도시계획구역 134.57㎢ 중 64.6%로 

기개발지를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2-2-5> 용도지역

  

<그림 2-2-6> 개발제한구역

∙ 개발억제지로 분류되는 문화재보호구역은 2.5㎢이며, 군사

시설보호구역은 2.9㎢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거나 

공원과 중복되는 지역에 위치함

<그림 2-2-7> 문화재보호구역

  

<그림 2-2-8> 군사시설보호구역



제2편 부문별 계획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 144 -

2.2.3 개발가능지 분석

∙ 개발가능지 면적 산정은 구적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GIS 

중첩기법으로 분석하였음

∙ 전체면적 134.57㎢ 중 개발불능지 및 개발억제지는 각각 

11.63㎢와 74.97㎢이며, 기개발지 46.22㎢를 제외한 1.75㎢가 

개발가능용지로 분석되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선행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134.57 100.0

기개발지 46.22 34.3
• 주․상․공업지역 등 시가화지역 및 개발계획수립

지역

개발가능지 1.75 1.3 • 녹지지역

개발억제지 74.97 55.8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경사도 15~30도 미만

개발불능지 11.63 8.6
• 표고 75m 이상

• 경사 30도 이상

• 공원, 저수지 등

• 생태자연도 1등급

<표 2-2-5> 개발가능지 분석

<그림 2-2-9> 개발가능지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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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개발가능지 확보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전향적 검토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확정(2007) 및 변경(2009)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일반조정가능지역 등은 향후 개발여건에 따라 도시적 용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개발가능지 범주에 포함

∙ 2007년 수립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시흥시에 배분된 개발

제한구역 해제물량은 12.21㎢로 국책사업 및 우선해제취락

으로 인하여 기 해제된 면적 3.251㎢를 제외한 잔여면적 

0.117㎢과 2009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분된 개발제한구역 우선배분 물량 5.148㎢을 고려하면 

시흥시의 신규 개발가용지 면적은 5.265㎢임

❏ 대규모 개발사업

∙ 시화MTV는 미래지향적 첨단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대규모 해안매립사업으로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을 반영하여 시가화용지(5.631㎢)로 

계획함

3. 기본방향

3.1 기본원칙

∙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시대적 반영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등과 정합성 유지

  - 관련법 및 지침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수립

  - GB우선해제지역, GB조정가능지역, 택지개발지구, 시화

MTV, 군자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 수립

∙ 도시공간구조에 부합하는 도시미래상 구현

  -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 및 방향제시

  - 생활권별 주요기능 및 시설변화에 따른 기능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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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수립

  -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개발방향 제시

  - 환경 친화적 개발 원칙으로 하며 자연자원을 최대한 보전

하는 계획 수립

3.2 기본방향

∙ 기존 시가지에 재개발방식을 통한 도심기능의 회복 및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도심활성화, 문화수도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신

시가지와의 효율적 연계를 강화하여 도시균형발전

∙ 따라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신․구시가지 균형발전을 도모

하는 토지이용체계구상

∙ 개발가용지분석, 토지용도규모의 합리적 추정 및 토지이용

배분을 통하여 계획인구의 적정한 시가화구역을 확보하고 

시가지의 단계적 개발을 통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

∙ 토지의 용도간 상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조화될 수 있는 

토지이용체계 구상

∙ 보전과 개발이 융화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 장래여건 변화에 대처 가능한 융통성 있는 토지이용체계 구축

∙ 도시중심지체계에 따른 지역의 개발밀도 및 강도 차등화 유도

∙ 기성시가지와 대규모 신규 개발지들은 복지지향과 개발지향의 

두 가지 관점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각각의 개발 컨셉을 설정

구 분 지역발전정책 복지지향적 지역정책

기본

방향
도시개발중심 도시복지 중심

유형 도시 자생력 확보 지역 정주인구의 복지시책

내용

∙ 개발우선순위에 따른 현안사업의 

우선개발

∙ 우선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환수 

및 재투자

∙ 순환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

∙ 규모화된 개발로 도시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및 정비

∙ 도시민의 삶의 질 욕구 충족

∙ 적정 시설의 입지완화 유도 및 생활

서비스시설 확충

∙ 교육/의료/실버특구의 지정추진으로

사회복지의 선진모델 제시

∙ 신 개발지 개발혜택의 공유 및 네트

워크 개발을 통환 생활서비스의 균형적 

혜택

적용
∙ 대규모 개발가용지

∙ 정책적 개발 추진지역 등

∙ 기성시가지

∙ 정책적 개발지 소외지역

<표 2-2-6> 토지이용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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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본전략

∙ 집약적, 효율적 개발을 위한 집중형 개발 지향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집중형 개발을 유도하고 기타지역은 

네트워크 개발추진

∙ 주요 결절점, 역세권을 중심으로는 집약적 개발을 추진토록 

하고, 간선시설의 연계정도에 따라 중․저밀, 저밀 등 지역의 

개발강도를 설정․유도

3.4 기본구상

∙ 공간구상에서 제시된 주요 거점축은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체계를 확립함

∙ 녹지축과 절대보전지역은 공원이나 녹지로 우선 반영토록 하고, 

도시 스카이라인을 감안,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에는 경관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조망권 및 일조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 행정타운 및 주요 결절점, 역세권 등은 토지이용강도를 집중시켜 

개발토록 하고, 기타지역은 저밀개발토록 하되, 기본 용도

지역 상향은 인센티브 항목 적용을 통하여 개발이익은 공공재로 

투입토록 원칙을 설정

∙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심성 위주의 외형적 시가지 저밀

확산 토지이용계획은 지양하고, 개발과 보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를 유도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

∙ 기성 시가화지역은 도시 리모델링에 중점을 두고, 신규 시가화

예정지역은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미리 검토하여, 개발에 따른 

적정기반시설의 병행 확보를 도모하고, 단계적 개발을 통해 

개발로 인한 사회적 요구사항의 미비점을 향후 추진되는 개발

계획을 통하여 상호간 부족기능의 확충을 도모

∙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용에 따른 GB조정가능지역과 GB해제

지역, 국책사업지역, 지역현안사업지역,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집약적 개발 및 친환경적 개발



제2편 부문별 계획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 148 -

4. 용도별 수요량 산정

4.1 주거용지

4.1.1 기본전제

∙ 주거용지의 소요면적은 평균인구밀도에 의한 산정방법과 목표

연도 주택수요에 의한 방법으로 주택소요면적을 추정한 후 

적정한 밀도를 적용하여 산출함

∙ 2020년의 계획인구의 90%인 630,000인이 주거용지에 거주

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총 인구의 10%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 및 기타 용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함

4.1.2 인구밀도에 의한 추정

∙ 밀도구분별 인구배분은 시흥시 주택유형의 추세 및 감실률을 

감안하여 고밀도 지역에 50%, 중밀도 지역에 30%, 저밀도 

지역에 20%로 하였으며, 밀도기준은 도시기본계획 실무편람

등 관련지침을 고려하여 고밀도 지역 300인/ha, 중밀도 지역 

250인/ha, 저밀도 지역 100인/ha를 적용함

구 분
도시기본계획

실무편람

도시계획

시설기준 연구
적용기준

인구배분율

(%)

고밀도 300인/ha 이상 400인/ha 이상 300인/ha 50

중밀도 100~300인/ha 300~400인/ha 250인/ha 30

저밀도 100인/ha 미만 300인/ha 미만 100인/ha 20

<표 2-2-7> 밀도 적용기준

자료 : 1.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수립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 연구, 2002. 6,

       2. 건설교통부, 도시기본계획실무편람, 2001

∙ 평균밀도에 의한 주거용지의 소요면적은 2020년 약 30.660㎢

로 산정되었으며 주거지 평균밀도는 205인/ha 으로 나타남

구 분 계획인구
주거지역

수용인구
밀도구분

인구

밀도

인구배분

비  율
수용인구 면적(㏊)

2020년 700,000 630,000

고밀도 300 50 315,000 1,050

중밀도 250 30 189,000 756

저밀도 100 20 126,000 1,260

합 계 - - 630,000 3,066

<표 2-2-8>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 소요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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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추정

∙ 주거용지의 소요면적은 계획인구와 세대당 인구로 산정된 계획

가구수에 의하여 산정하며, 조사된 계획지역내의 가용토지를 

기초로 인구밀도, 가구당 면적, 공공용지율, 혼합률 등을 

감안하여 추정함

∙ 주택원단위는 시흥시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 2007년 말(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안 적용전) 시흥시의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 : 연립(다세대 주택 포함) : 단독 = 

74.7% : 17.2% : 8.1이나, 향후 시가화예정용지 등의 개발시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저밀개발이 예상되므로 

「생태환경도시 개발편람」(2005.05)에서 제시하고 있는 APT 

60%, 연립주택 20%, 단독주택 20%의 비율에 맞추어 배분

 - 단독주택은 기존시가지의 경우 40평~50평의 규모이나, 신

도시의 개발사례 등에서 신규 공급되는 단독주택지의 경우 

70평~100평 규모를 보이고 있어 시흥시의 개발방향에 

맞추어 호당 평균 100평으로 설정

 - 용적률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주거용지 산출시 

개발밀도 용적률 150%를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면적을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적률 150% 적용

∙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42.308㎢로 

산정되었으며 목표연도 주거지 평균밀도는 165인/ha으로 나타남

연 도
계 획
인 구
(천인)

주택호수
(호)

주거용지
수용주택

(호)
유형

인 구
배분율

(%)

수   용
주택호수

(호)

호당
면적
(㎡)

용적률
(%)

공  공
용지율
(%)

혼합률
(%)

소요
면적
(㏊)

2020 700 269,000 262,000

단독 20 52,400 330

150 30 10

1,830

연립 20 52,400 115 638

APT 60 157,200 106 1,763

계 - 262,000 - - - - 4,231

<표 2-2-9>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수요산정

4.1.4 주거용지 면적 산정

․S =
상정인구밀도에 의한 산정방법+1호당 상정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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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660㎢ + 42.308㎢

≒36.484㎢
2

∙ 주거용지의 소요면적은 평균 36.484㎢이나, 각종 변수(밀도, 

호당 부지면적, 공공용지율 등)의 임의성을 감안하여 30.660㎢ 

~42.308㎢의 범위로 산정

∙ 주거용지 계획면적은 소요면적 30.660㎢~42.308㎢의 범위내

에서 36.478㎢로 계획함(주거 및 복합용도 포함)

4.2 상업용지

4.2.1 기본전제

∙ 상업용지는 이용인구를 추정하고 건폐율, 공공공지율, 평균

층수, 1인당 평균 상면적 등의 수식에 의한 총량적 산정방식

으로 추정

∙ 상업지역의 이용인구는 2020년 계획인구의 50%로 정함

∙ 상업지역 1인당 점유면적 및 공공용지율(30~40%)을 감안

하여 소요면적 산정

∙ 1인당 평균상면적 12㎡(10~20㎡), 건폐율은 70%, 평균층수는 

4층, 공공용지율 30%로 적용

  ×
 

A

a

P

r

N

e

:

:

:

:

:

:

상업지역면적

1인당 평균상면적

상업지역 수용인구

건폐율

평균층수

공공공지율

구 분 산출기준 비 고

상업지역이용인구(P) 350,000명 계획인구의 50%

1인당 평균상면적(a) 12㎡ 일반적 적용기준 10~20㎡

건    폐    율(r) 70% 상업지역 적용비율 70~90%

평  균  층  수(N) 4층 일반적 적용기준 2~5층

공 공 공 지 율(e) 30% 일반적 적용기준 30~40%

<표 2-2-10> 상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기준

     
∙ 상업용지면적 =

12×350,000
≒2.143㎢

0.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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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상업용지 면적 산정

∙ 계획년도 상업용지 소요면적은 2.143㎢로 추정되었으나.

∙ 목표연도 상업용지 계획면적은 현재 상업용지 면적인 1.561㎢와 

현재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매립사업이 진행중인 시화MTV

(매립이 완료되지 않아 현재 지적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임)의 

상업용지 면적인 1.292㎢(시흥시내 시화MTV 구역면적 : 

5.631㎢)를 고려하여 2.853㎢로 계획

4.3 공업용지

∙ 시흥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인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 공업용지 총량제에 의한 공업

용지의 신규 지정이 불가한 실정(수정법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1조 2항)이며, 기존의 공업용지 용량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계획

∙ 기 조성되었거나(시화산업단지 등 : 11.072㎢) 기 계획된 산업

단지(시화MTV : 2.339㎢ 등)의 면적을 반영하여 2020년 

시흥시의 공업용지 면적을 정함

∙ 공업용지 총면적 : 13.411㎢

4.4 용도별 면적 총괄

4.4.1 용도별 소요면적

∙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의 소요면적은 

46.214~57.862㎢로 분석하였음

구 분 합 계 주거(예정)용지 상업(예정)용지 공업(예정)용지

소요면적(㎢) 46.214~57.862 30.660~42.308 2.143 13.411

구성비(%) 100.0 66.4~73.1 4.6~3.7 29.0~23.2

<표 2-2-11> 용도별 소요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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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용도별 계획면적

∙ 용도별 계획면적은 주거용지 36.478㎢, 상업용지 2.853㎢, 공업

용지 13.411㎢로 목표연도의 시가화용지는 52.742㎢로 시흥시 

전체면적의 31.7%에 달하게 됨

구 분 합 계 주거(예정)용지 상업(예정)용지 공업(예정)용지

소요면적(㎢) 52.742 36.478 2.853 13.411

구성비(%) 100.0 69.2 5.4 25.4

<표 2-2-12> 용도별 계획면적

5. 용도별 입지배분 및 시가지 정비계획

5.1 용도별 입지배분계획

5.1.1 용도별 입지배분 구상

구 분 입 지 배 분 구 상

주거

용지

∙ 중․저밀도 위주의 전원형 주거용지 개발

∙ 기존 시가화구역의 비확산에 따른 일부지역 주거용지 개발추진

∙ 기존 시가지내의 공업지역을 주거용지로의 전환을 감안하여 부족한 택지공급

∙ 신규 도시개발사업지와 연계한 주거용지 개발

상업

용지

∙ 중심지 역할의 위계성 및 ｢서비스｣ 공간의 범위 및 ｢서비스｣ 의 다양성에

따라 입지배분

∙ 장래 계획인구를 감안한 상업지 이용인구를 수용키 위해 충분한 상업용지

확보방안 강구

공업

용지

∙ 주거지 인근 입지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아울러 공업생산의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용도계획

∙ 시흥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용지 총량제에 의해

공업용지의 신규 지정이 불가한 실정이며, 당초의 공업용지 규모를 유지

하는 방향으로 계획

∙ 기존 시가지내의 공업용지는 시가지 확산에 따른 주거환경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

보전

용지

∙ 보건위생, 공해방지 등 도시환경의 보호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을 녹지로 지정

∙ 장래의 개발수요를 위한 유보적 토지자원인 녹지를 향후 시가지 개발에

따라 다소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환경

보전 및 거시적 차원의 개발, 시민여가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한 친환경적

용지로 개발유도

시가화

예정

용지

∙ 군자지구, 토취장, 가스공사 이전부지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등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여 향후 주변지역과 상위계획 수용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

<표 2-2-13> 용도별 입지배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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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토지이용계획변경

❏ 시가화용지

➣ 시가화용지 변경내역

∙ 기존시가지내 실제 토지이용과 부합하는 용도로 변경

∙ 각종 개발사업 결정 및 변경에 따라 당초 시흥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고 확정된 개발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시가화용지로 계획함

구 분 변 경 사 항
면 적

(㎢)
변 경 사 유

논곡동 준공업지역 주거용지→주거용지 0.022

2020년 계획(공업용지

→주거용지)된 사항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임

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주거용지→주거용지 0.721

국책사업부지(국토해양부 

제2009-1246호, 09.12.28)

장현보금자리
주거용지→주거용지

상업용지→상업용지

1.805

0.244

국책사업부지(국토해양부 

제2009-1290호, 09.12.30)

목감보금자리
주거용지→주거용지

상업용지→상업용지

1.043

0.036

국책사업부지(국토해양부

제2010-273호, 10.05.07)

시화MTV

주거용지→주거용지

상업용지→상업용지

공업용지→공업용지

보전용지→보전용지

0.396

1.292

2.339

1.604

국책사업부지(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제2010-203호, 

10.07.26)

대야공업지역(대야동)

대우통신(은행동)

국제상사(신천동)

신천공업지역(은행동)

주거용지→주거용지

0.029

0.059

0.096

0.170

2016년 계획(공업용지

→주거용지)된 사항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금회 면적오차 정정

은계보금자리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

시가화예정용지→상업용지

1.138

0.131

국책사업부지(국토해양부 

제2010-244호, 10.04.27)

광명-시흥보금자리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

시가화예정용지→상업용지

3.631

0.328

국책사업부지(국토해양부 

제2010-950호, 10.12.20)

<표 2-2-14> 시가화용지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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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화용지 계획

∙ 당초 도시기본계획상 계획되었으나 미반영된 사항 및 보금

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개발계획 승인 및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가화용지 계획

❏ 시가화예정용지

∙ 2007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배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및 2009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으로 우선배분된 물량을 

고려하여 시가화예정용지 계획

구 분 용도변경 주용도
면적

(㎢)
단 계 비 고

계 - - 13.474 - -

북부

생활권

보전용지 → 

시가화예정용지
주거용도 0.052 3 ∙ 개발계획을 고려한 용도변경

중심

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주거용도,

복합용도

 (주거, 상업, 

공업)

3.722 3, 4

∙ 기정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

용지 기반영(2.356㎢) 

∙ 금회 보전용지를 시가화예정

용지로 변경(1.366㎢)

동부

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공업용도, 

주거용도
0.895 3

∙ 기정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

용지 기반영

남부

생활권

보전용지 → 

시가화예정용지

복합용도

 (주거, 상업, 

공업)

8.805 2, 3

∙ 기정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

용지 기반영(4.906㎢)

∙ 금회 보전용지를 시가화예정

용지로 변경(3.899㎢)

<표 2-2-15> 시가화예정용지 변경내역

※ 신규 시가화예정용지는 2007년 광역도시계획 조정물량(12.21㎢)의 잔여물

량(0.117㎢)과 2009년 광역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배분물량(5.148㎢)

을 고려하여 5.265㎢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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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토지이용계획

구 분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

(해면부 포함)

면 적(㎢) 166.600 23.004 2.853 13.411 13.474 113.858

구성비(％) 100.0 13.8 1.7 8.0 8.1 68.4

<표 2-2-16> 토지이용계획 

<그림 2-2-10> 도시기본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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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가지 개발 및 정비계획

5.2.1 택지개발지구

❏ 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Ø 계획의 개요

∙ 위    치 : 시흥시 능곡동 일원

∙ 면    적 : 0.962㎢

∙ 수용인구 : 17,265인

Ø 계획의 사유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으로 

서민들에게 거주공간 제공

∙ 자연환경과 경관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주거

단지 조성

∙ 주거공간 수요에 대응한 토지공급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

∙ 추진경위 - 2002.12.06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건교부고시

제2002-283호)

           - 2003.11.13 : 개발제한구역해제(건교부고시 제2003-275호)

           - 2003.11.28 : 개발계획 승인(건교부고시 제2003-300호)

           - 2004.11.10 : 실시계획 승인(건교부고시 제2004-313호)

           - 2009.01.22 : 예정지구,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4호)

           - 2009.12.29 : 예정지구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6호)

           - 2011.06.30 : 택지개발사업 준공예정

5.2.2 GB 우선해제지역

❏ 숯두루지 대규모집단취락

Ø 계획의 개요

∙ 위    치 : 시흥시 과림동 일원

∙ 면    적 : 0.211㎢

∙ 수용인구 : 1,6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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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계획의 사유

∙ 1998년 4월‘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역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 등을 담은 제도개선 시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전문기관과 함께 구체적 방안을 강구한 

결과,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확정발표

하고 주택 300호 이상, 인구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취락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을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입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하기로 함

∙ 시흥시 숯두루지 취락은 광명시 옥길동 식골마을과 연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건설교통부고시 2001-279호)되었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정비와 관리를 도모하게 됨

Ø 토지이용계획

∙ 숯두루지지역의 지역적 여건과 토지․건축물 등 내부적 특성, 

자연조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용도계획 수립 

∙ 본 구역과 연접한 식골마을 및 주변 시가지와의 조화를 고려

∙ 저층․저밀도의 전원형 주거지 계획으로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유도

∙ 기존 시설인 성택중학교(조리과학고) 및 주유소, 교회는 기존 

용도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 용도 부여

∙ 주차장, 공원, 경관녹지 등 지역주민 이용상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계획

❏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5만㎡ 미만)

Ø 계획의 개요

∙ 위    치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일원

∙ 면    적 :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5만㎡ 미만) : 735,128㎡

(20개 지구)

∙ 계획인구 : 7,364인

Ø 계획의 사유

∙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시흥시는 3차에 걸쳐 약 

103.72㎢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그간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시흥시의 균형적인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하였으나, 1999년 7월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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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 시행, 2001년 9월 생활환경개선과 민원해소차원의 개발

제한구역내 집단취락 대폭해제 방침 결정 및 제도시행에 따라, 

집단취락 밀집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추진

∙ 계획적인 집단취락지 관리 및 개발로 삶에 질이 향상된 정주

기반 조성

∙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불균형 해소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새로운 토지수요에 대처

∙ 장기간 지역민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

∙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시가지 형태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전환

하는 계기 마련

➣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번호 구 분 위 치
용도변경 면 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1 계수동 구석계일 계수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38,540 GB해제지역

2 계수동 구미 계수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44,862 일부은계보금자리내

3 계수동 가일 계수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46,203 GB해제지역

4 신천동 명진마을 신천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43,400 GB해제지역

5 과림동 두무저리 과림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39,380 광명시흥보금자리내

6 무지내동 신흥동 무지내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34,672 광명시흥보금자리내

7 무지내동 은행동 무지내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47,714 광명시흥보금자리내

8 방산동 고잔 방산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43,189 GB해제지역

9 도창동 점말 도창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30,115 GB해제지역

10 죽율동 새말 죽율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29,462 GB해제지역

11 거모동 배우물 거모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35,524 GB해제지역

12 군자동 아랫말 군자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33,930 GB해제지역

13 군자동 산뒤 군자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31,060 GB해제지역

14 광석동 둔대곡 광석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39,660 장현보금자리지구내

15 장현동 두일1 장현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37,912 장현보금자리지구내

16 물왕동 물왕골 물왕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44,031 GB해제지역

17 화정동 가래울 화정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25,214 GB해제지역

18 신천동 신흥동 신천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28,087 GB해제지역

19 정왕동 함줄 정왕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30,620 GB해제지역

20 군자동 샛터말 군자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31,553 장현보금자리지구내

<표 2-2-17> 우선해제지역(5만㎡ 미만) 변경내역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 159 -

❏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5만㎡ 이상)

➣ 계획의 개요

∙ 위    치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일원

∙ 면    적 :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5만㎡ 이상) : 2,457,107㎡

(32개 지구)

∙ 계획인구 : 23,186인

➣ 계획의 사유

∙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시흥시는 3차에 걸쳐 약 

103.72㎢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그간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시흥시의 균형적인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1999년 7월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 시행, 2001년 9월 생활환경개선과 민원해소차원의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대폭해제 방침 결정 및 제도시행에 

따라, 집단취락 밀집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추진

∙ 계획적인 집단취락지 관리 및 개발로 삶에 질이 향상된 정주

기반 조성

∙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불균형 해소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새로운 토지수요에 대처

∙ 장기간 지역민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

∙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시가지 형태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번호 구 분 위 치
용도변경 면 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1 대야동 윗대야리 대야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71,988 GB해제지역

2 대야동 방아다리 대야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52,498 GB해제지역

3 계수동 덕석골 계수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72,359 GB해제지역

4 계수동 고갱이 계수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59,846 GB해제지역

5 계수동 안골 계수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62,458 GB해제지역

6 은행동 은행정 은행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59,727 은계보금자리내

7 은행동 찬우물 은행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53,420 GB해제지역

8 안현동 양지편 안현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55,454 GB해제지역

9 안현동 길마재 안현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136,341 GB해제지역

10 안현동 장낙골 안현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66,705 GB해제지역

11 과림동 중림동 과림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199,629 광명시흥보금자리내

12 과림동 부라위 과림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41,222 광명시흥보금자리내

13 과림동 모갈 과림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87,370 광명시흥보금자리내

<표 2-2-18> 우선해제지역(5만㎡ 이상)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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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 분 위 치
용도변경 면 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14 무지내동 능안말 무지내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55,908 광명시흥보금자리내

15 무지내동 중동 무지내동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52,506 광명시흥보금자리내

16 방산골방골,다니 방산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170,660 GB해제지역

17 방산동 다지골 방산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65,508 GB해제지역

18 포동 신촌 포동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65,592 GB해제지역

19 미산동 양오재 미산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119,922 GB해제지역

20 미산동 구시미 미산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58,052 GB해제지역

21 금이동 거멀 금이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102,027 GB해제지역

22 도창동 강창동 도창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59,588 GB해제지역

23 월곶동 고잔 월곶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68,428 GB해제지역

24 월곶동 궁골 월곶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84,637 GB해제지역

25 군자동 구지정 군자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117,553 GB해제지역

26 광석동 나분들 광석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55,946 GB해제지역

27 능곡동 두일2 능곡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53,087 장현보금자리지구내

28 능곡동 삼거리 능곡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49,605 장현보금자리지구내

29 물왕동 월미 물왕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66,281 GB해제지역

30 목감동 모감 목감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55,502 GB해제지역

31 조남동 원조남 조남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53,909 GB해제지역

32 정왕동 사랑 정왕동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83,379 GB해제지역

<표 2-2-18> 우선해제지역(5만㎡ 이상) 변경내역(계속)

5.2.3 GB 조정가능지역

❏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범위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 면       적 : 개발제한구역 : 3.251㎢

❏ 계획의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새로운 도시

관리체계 수립필요성이 대두되었고 GB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제도적 변화 및 국토환경변화에 따른 계획 수립

∙ 변경내용 :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

❏ 조정가능지역

지구명 면적(㎢) 주용도
개발
단계

개발구상(안)

동부생활권 0.895
공 업 3 • 시가지내 공업용지 이전지(산업 및 배후

주거 단지)주 거 3

중심생활권 0.235
복 합

(주거,상업)
3 • 역세권 중심의 도시개발

중심생활권 1.956
복 합

(주거,상업)
3

• 갯골생태공원과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개발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주거 조성

중심생활권 0.165 주 거 3
• 인접한 노인전문병원과 연계하여 실버

복지타운 조성

합  계 3.251 - - -

<표 2-2-19> GB 조정가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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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시화MTV

❏ 추진배경

∙ 수도권내 입지가 불가피한 기술집약적인 첨단․벤처기업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용지를 확보할 능력이 없는 실정으로 산업경쟁력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의 용지공급 필요

∙ 기존 시화․반월공단에 부족한 문화, 관광, 휴양 등의 지원기능 

확보 필요

∙ 시화호의 안정적인 수질확보 및 시화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사업 

지속적 추진 필요

❏ 목 적

∙ 첨단․벤처업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유통 

등의 지원기능과 시화호 수변을 이용한 관광ᆞ휴양의 여가기능 

및 생태기능, 환경교육 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첨단

복합산업단지 조성

∙ 양호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계획적인 입지공간을 제공함

으로써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존 공단과의 

상호 보완기능을 바탕으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화지역의 대기환경 개선과 시화호의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

하여 주변해안에 대한 환경자원 이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복합단지 조성

❏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02년

∙ 목표연도 : 2016년

➣ 공간적 범위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신길동 일원

∙ 면    적 : 9.256㎢(시흥시 : 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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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

∙ 변경내용 : 시가화용지(주거․상업․공업․보전용지)로 반영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전용지
주)

면적(㎢) 9.26 0.40 1.67 4.30 2.89

<표 2-2-20> 시화MTV 토지이용계획표

주) 시화MTV 동측 폐기물 매립장은 현재 토지이용계획 수립중인 시화1단계 

폐기물 매립장이므로 별도 표기

<그림 2-2-11> 토지이용계획도

구 분

시화MTV 전체

비 고

면적(천㎡) 구성비(%)

합 계 9,256 100.0 -

주거지역 396 4.3 주거용지

공업지역 4,298 46.4 -

일반공업 2,522 27.2 생산시설용지

준공업 1,776 19.2 지원, 유통, 복합용지, 학교용지

상업지역 1,674 18.1 상업․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녹지지역 2,888 31.2 공공, 환경보전용지 등

<표 2-2-21> 토지이용계획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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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보금자리주택사업

❏ 장현 보금자리주택지구

Ø 계획의 개요

∙ 위    치 : 시흥시 장현동 일원

∙ 면    적 : 2.932㎢

∙ 계획인구 : 46,880인

Ø 계획의 사유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

∙ 추진경위 - 2004.06.24 : 주민공람공고 실시 통보 (건교부)

           - 2004.06.29 : 주민공람공고 실시

           - 2007.07.05 : 개발계획(변경) 승인(건교부고시 제2007-269)

           - 2010.05.07 :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

           - 2009.12.30 : 주택지구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90)

❏ 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

Ø 계획의 개요

∙ 위    치 : 시흥시 목감동 일원

∙ 면    적 : 1.748㎢

∙ 계획인구 : 34,752인

Ø 계획의 사유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

∙ 추진경위 - 2004.06.24 : 주민공람공고 실시 통보(건교부)

           - 2004.06.29 : 주민공람공고 실시

           - 2007.07.05 : 개발계획(변경) 승인(건교부 고시 제2007-268)

           - 2007.11.08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7-464)

           - 2010.05.07 :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73)



제2편 부문별 계획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 164 -

❏ 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Ø 계획의 개요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일원

∙ 면    적 : 2.011㎢

∙ 계획인구 : 35,961인

Ø 개발방향

∙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 및 공급

∙ 주용도 : 주택건설용지, 상업․업무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Ø 기본구상

∙ 생태친화적(Eco-friendly) 개발, 그린홈 등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 조성

∙ 주변시가지와의 조화를 고려한 구상

∙ 지구내 자연환경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주거단지 구상

∙ 고밀과 저밀의 조화로운 구성

∙ 지구내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는 환경요소를 우선 고려한 토지

이용구상 수립

<그림 2-2-12> 은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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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Ø 계획의 개요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논곡동,  

목감동 일원,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일원

∙ 면    적 : 17,367㎢(시흥시 6.484㎢, 광명시 10.883㎢)

∙ 계획인구 : 237,001인(시흥시 82,147인, 광명시 154,854인)

Ø 개발방향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주택

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는 보금

자리주택 건설

Ø 기본구상

∙ 광명역과 연계한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

∙ 도시지원시설 반영으로 Anchor 기업 유치 및 산학연계 등 지식

기반형 자족중심도시로서의 역할창조

∙ 목감천 지류를 활용하여 친수공간 조성 및 주요공공시설을 

네트워크로 연결

∙ 서측 한남정맥과 동측산악녹지축(도덕산~서독산)간의 녹지

네트워크 구축

<그림 2-2-13>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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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미개발지역

❏ 미개발 주거지역 현황

∙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법적 요인에 의해 도시성장의 

한계성을 보이는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기성 

시가지인 신천동 일원과 시화산업단지 배후주거지로 개발된 

정왕 신시가지 및 국책사업지구를 제외하고는 규모화 되어 

있는 주거지가 없는 실정임

∙ 또한 소규모의 주거지가 도시 곳곳에 점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점적 시가지는 계획적(공동주택, 상가 등)시가지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고 기반시설이 낙후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의 미비와 개발규모의 협소 등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미약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계획적 개발지와 더불어 산재한 미개발 주거지에 

대하여도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구상을 제시함으로써 균형된 

개발을 통한 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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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적인 개발을 도모함

5.2.8 공업지역 이전적지

∙ 신천동일원의 구시가지내 입지한 공장들은 주변 주거지역과 

용도가 상충되고 주거지역에 둘러싸여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대부분 공업기능을 상실하여 이전 및 대체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 기 수립된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 신천동 일원의 공장 이전을 

전제로 주거용지로 계획되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에 속하여 대체부지 확보가 곤란하였고 현재 도시

관리계획상 공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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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개발

제한구역 조정가능지의 일부를 대체부지로 확보하여 기존 

공장들을 이전 및 집단화할 계획이며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주변 

주거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거용지로 용도변경

하고 신천 구시가지의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계획임

6.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6.1 조정가능지역의 관리

6.1.1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집단취락

∙ 집단취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용․
관리하여, 해제되지 않는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자연여건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 개발을 유도함

∙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반시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저밀

개발을 추진하고, 소생활권 단위의 구역으로 묶은 네트워크방식 

개발을 추진함

6.1.2 일반조정가능지역의 관리

∙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의거 조정가능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후에 해제함

∙ 조정가능지역의 개발은 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저층, 

저밀도 개발, 자연친화적 개발을 원칙으로 함

∙ 조정가능지역은 다음과 같은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해제함

  -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녹지확충사업

  - 국책사업 배후단지조성, 대규모 물류센터, 유통단지, 컨벤션

센터 건설사업

  - 광역계획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사업(지침 참조)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 등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방식이 가능함

  - 공공이 수용하는 개발방식

  -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환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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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이 계획의 주체가 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일부 

토지를 민간이 개발하는 경우 가능함

6.1.3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지구의 관리

∙ 조정허용총량과 관계없이 별도로 허용되는 지역현안사업이나 

국책사업 등은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거치치 않고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한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함. 단, 이 경우에는 

추후 도시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수용함

∙ 해제지역의 범위 및 경계선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한 후 

해당 개발계획이 승인되는 범위로 설정함

6.2 존치지역의 관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제한의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 구역 내 

친환경적 토지이용을 제고함

∙ 규제 일변도의 임기응변식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의한 구역관리를 실현하여, 광역계획권에 

있어서 녹지축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녹지보전과 친환경적 

토지이용을 도모함

∙ 구역내 농업 생산활동의 장려를 지원하고 구역내 토지의 여가

공간으로서 활용함

7. 단계별 개발계획

7.1 기본방향

∙ 시가지개발은 4단계로 구분하여 각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계획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적정수준을 

유지토록 계획

∙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개발

∙ 개발의 효율성 및 절약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차별 인구증가에 

의한 토지수요에 따라 단계별 개발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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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문별계획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시가지개발 추진

∙ 도시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시가지내는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

7.2 단계별 개발계획

7.2.1 1․2단계(2009 ~ 2010년)

∙ 능곡택지개발지구, 장현․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매립사업에 

의한 시화MTV,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및 정비

∙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가지 정비사업 우선 추진

∙ 시흥시의 수려한 옛염전과 갯벌의 생태보존을 위한 도시공원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

∙ 시민의 부족한 휴식, 여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왕수변

공원, 정왕호수공원, 연꽃역사공원 등 조성

7.2.2 3단계(2011 ~ 2015년)

∙ 국책사업인 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 개발제한구역내 조정가능지역 일부지역 개발 및 정비

∙ 궁골지구,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개발

∙ 은행뉴타운, 대야‧신천뉴타운 재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기존 시가지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기성 시가지내 산재한 공업지역 이전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도시정비

∙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논곡동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

하며, 중․저밀로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유도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린밸리 및 그린

에너지 소재부품단지 조성

∙ 도서관, 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관, 체육공원 등이 계획되어있는 

가스안전공사 이전부지 조성

∙ 시민의 부족한 휴식, 여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천근린

공원, 연꽃문화공원,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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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4단계(2016 ~ 2020년)

∙ 국책사업인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 종합운동장 신설계획

∙ 시민의 부족한 휴식, 여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림수변

공원, 뒷방울수변공원, 청룡수변공원, 마전수변공원, 도창수변

공원 등 조성

구 분 단 계 별  개 발 계 획

1․2단계

(2009~2010)

∙ 장현․목감 보금자리 주택지구(2~3단계)

∙ 능곡택지개발지구(국책사업)

∙ 시화MTV(1~3단계)

∙ 남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조성(2~3단계)

∙ 기존시가지 정비(4개소)

∙ 도시공원(갯골생태공원(1~3단계), 물왕수변공원(1~3단계), 정왕

호수공원(1~3단계), 연꽃역사공원(1~3단계))

3단계

(2011~2015)

∙ 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 목감 지구단위계획(논곡동 공업용지 → 주거용지)

∙ 은행뉴타운

∙ 대야․신천뉴타운

∙ 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 기존시가지 정비 추가(신규 5개소)

∙ 북부, 중심, 동부, 남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조성(3~4단계)

∙ 주거환경정비사업(3~4단계)

∙ 가스안전공사 이전부지 조성사업

∙ 도시공원(신천근린공원, 연꽃문화공원(3~4단계), 오이도 역사공원)

4단계

(2016~2020)

∙ 광명-시흥보금자리 주택지구

∙ 종합운동장

∙ 도시공원(과림수변공원, 뒷방울수변공원, 청룡수변공원, 마전수변

공원, 도창수변공원)

<표 2-2-22> 단계별 개발계획

주) 도시공원의 경우 시흥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상(2011) 집행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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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2단계 3단계 4단계 비 고

합    계

계 166.600 166.600 166.600

시가화

용지

소 계 39.268 39.268 39.268

주 거 23.004 23.004 23.004

상 업 2.853 2.853 2.853

공 업 13.411 13.411 13.411

시가화예정용지 4.906 13.474 13.474

보 전 용 지 122.426 113.858 113.858 해면 : 32.027

북    부

중생활권

계 19.255 18.901 18.901

시가화

용지

소 계 5.571 5.217 5.217

주 거 4.827 4.827 4.827

상 업 0.319 0.319 0.319

공 업 0.425 0.071 0.071
공업지역 이전

(북부→동부)

시가화예정용지 - 0.052 0.052

보 전 용 지 13.684 13.632 13.632

중    심

중생활권

계 48.757 48.757 48.757

시가화

용지

소 계 6.829 6.829 6.829

주 거 6.357 6.357 6.357

상 업 0.457 0.457 0.457

공 업 0.015 0.015 0.015

시가화예정용지 - 3.722 3.722

보 전 용 지 41.928 38.206 38.206 해면 : 1.600

동    부

중생활권

계 36.429 36.783 36.783

시가화

용지

소 계 6.751 7.105 7.105

주 거 6.432 6.432 6.432

상 업 0.297 0.297 0.297

공 업 0.022 0.376 0.376
공업지역 이전

(북부→동부)

시가화예정용지 - 0.895 0.895

보 전 용 지 29.678 28.783 28.783

남    부

중생활권

계 62.159 62.159 62.159

시가화

용지

소 계 20.117 20.117 20.117

주 거 5.388 5.388 5.388

상 업 1.780 1.780 1.780

공 업 12.949 12.949 12.949

시가화예정용지 4.906 8.805 8.805

보 전 용 지 37.136 33.237 33.237 해면 : 30.426

<표 2-2-23> 단계별･생활권별 토지이용계획

(단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