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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1.1. 연구배경

한국의 산업단지 개발은 1960년대 초 시작되어 정부

의 산업육성 정책과 맞물려 현재까지 국가 경제발전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Park et al., 2020). 최근에는 산업

구조 변화가 빨라지고 산업 구조조정도 빈번해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변화가 도래하여 산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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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changes such as those stemming from the onse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expected that industrial complexes 

will transform from being spacious structures into smaller, integrated complexes. Green parks, which are also a type of 
infrastructure within industrial complexes, also require planned direction suited to the changing environment. The planned 
directions of green parks in new industrial complexes were examined and surveys were conducted on industrial complex workers. 
Preferred functional arrangement, importance, and satisfaction levels of green ratios, preference of compound facilities linked to 
parks, appropriate dimensional greening methods were all surveyed across 1,035 businesses. Results of the survey exhibited that 
there was high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building green areas, but it was found that current greenery levels were insufficient. 
There was a high rate of responses indicated that dimensional greening is required in building-type industrial spaces, and 
preferences for rooftop greenery, stair-type greenery, and atrium greenery were also high.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cultural facilities, exhibition and educational facilities, commercial facilities, parking lots in parks.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pathways for bikes and pedestrians, rather than those for vehicles, and to 
connect them with the green parks. This study stopped short of exploring the directions for which green parks should aim in new 
industrial complexes with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In the future, more concrete plans on green park planning 
techniques according to the spatial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s of new industrial complexes will be necessary.

Key words :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uture-oriented industrial complex, Green infrastructure plan, Mixed-use park



110 이은엽 이현주 김태균 최대식 송 일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정책 

모색이 요구된다(Lee, 2020). 종전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

단지 기능이 첨단산업·지식산업 중심으로 수요가 변화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되어 ‘미래형 신산업단지’ 논의가 활발하다. ‘미래형 

신산업단지’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용어도 ‘미래형 신산업 혁신단지’, ‘미래형 산업단지’, ‘미
래형 융복합 스마트 산업단지’ 등 다양하다. 개념적인 모호

성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새로운 산업단지에 대한 논의는 산

업단지 정책에 중요한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Cho et al., 
2019).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발달과 도시 기능 변화 등 

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산업단지는 외곽에 대규모로 조성되

기 보다는 도심 내에 소규모 단위로 입지하게 되고 입체화 

및 복합화(평지형 또는 수직형으로 복합) 하여 설치될 것으

로 보인다. 도심 내 혁신공간의 성공을 위해서 용지의 복합적 

활용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Brookings Institution, 2017). 
이러한 점에서 도시 및 지역 경쟁력의 원천인 산업단지는 

공간 기능과 입지 계획에 있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

가 있다(Choi et al., 2019). 복합형 산업단지가 하나의 유

형이 될 새로운 산업단지는 도시 내에 소규모로 첨단형의 

산업시설 위주로 입지하게 되어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

업단지와 다른 공간 활용과 공간구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져 공원녹지 부문도 기존의 전통 산업단지와는 다르게 공원

녹지 조성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

래의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의 공간구조 변화를 

예상해 보고 변화될 입지환경과 공간구조에 부합하는 공원

녹지의 계획방향에 대한 논의와 접근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

다. 

1.2. 연구목적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심 복합형으로 대표될 수 있는 미

래형 산업단지에서 공원녹지가 새롭게 추구해야 할 계획

방향을 모색하고자 산업단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하고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요구를 고려한 미래형 

산업단지의 공원녹지 조성 방향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
를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유형의 복합형 산

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기반시설의 하나인 공원녹지

가 지향해야 할 계획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2.1. 산업환경의 변화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앞으로 다가올 혁신적 변화에 

대한 각계의 예측과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Park, 
2019). 장래 산업 환경은 규모의 경제보다는 범위의 경

제가 중시되고 다양한 기능 집적이 강조될 전망이다. 기
술혁신과 정보화의 발달로 대량생산체제의 제조업 위주

의 전통산업에서 다품종 소량체제의 지식기반산업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새로운 산업공

간은 과거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 새로운 기능, 새로

운 입지패턴을 추구하게 되고 도심의 빌딩 공간에 소규

모로 입지하는 맞춤형 공장이 새로운 제조업의 형태로 

등장할 것이라고 한다. 산업환경의 변화는 산업단지의 

입지여건에도 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입지수요 변화 

형태는 대규모 부지보다는 중소부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며, 단순 생산기능에서 복합기능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산업용지의 공급형태 또한 대규

모 산업단지 개발에서 중소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변화하

는 추세이다. 또한, 입주업종 또한 제조업 중심에서 제조

업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복합단지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Lee, 2019). 미래의 산업단지에 도입되는 산업기능

은 물론이고 공간의 규모, 주변과의 관계 등에 있어 기존 

전통 산업단지와는 다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단지 내에 조성될 공원녹지 

등 인프라 시설의 경우도 기존의 전통 산업단지와는 다

른 접근법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벤처기업, 지식기업, 창조기업 등은 기업규모를 소

규모화하는 추세이며 대형 공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들

이 감소함에 따라 대규모의 산업공간 수요는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Mlit, 2015). 또한,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도래로 산업기능이 공동화 되어가던 도시 내부로 다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산업공간이 단층

적 공급보다는 입체적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 공

간단위의 산업공간 조성 역시 중요한 입지전략이라 할 

수 있다(Lee et al., 2017). 이러한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에 의해 추동된 최근의 기술적, 그리고 산업적 변화로 인

해 과거의 전통적 산업단지와 달리 미래 산업단지는 입

지뿐만 아니라 공간구조와 도입시설도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반시설인 공원녹지 역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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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성 방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2.2. 복합형 산업단지의 개념 및 특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 만들어져 오던 산업

단지가 아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지닌 

산업단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Cho et al., 
2019).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기술의 기본적 속성

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에서 도심 내 산업공간은 융복

합 공간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첨단형 또는 

R&D형 중심의 미래형 복합형 산업단지는 창의적 인재

와 산업환경을 고려해 용도지역지구제 등의 경직된 토지

활용보다는 창의적인 융복합 공간 조성이 요구된다(Kim 
and Kim, 2018). 이러한 점에서 복합형 산업단지에 조

성하는 기반시설은 획일화되거나 경직되지 않고 보다 복

합화 또는 유연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도입이 필요하

다.
단지 내 용도 역시 복합화 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평면적 복합화를 넘어 수직적 복합화도 요

구될 것으로 보인다.  복합형 산업단지는 경쟁력을 지니

기 위해서 이전의 생산공간에 비해 혁신적인 환경, 고급

기술 인력과 전문기업의 집적, 관련 기업간의 연계 등을 

중시하는 산업공간이다. 이에 산업용지 공급은 단순 노

동력의 확보나 생산 및 판매활동에 필요한 물리적 하부

구조보다는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과 환

경의 쾌적성 확보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Lee, 2014). 미
래형 산업단지의 하나의 유형이 될 복합형 산업단지는 

혁신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인 기능구조를 담을 수 있는 

공간구조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 가능한 토

지가 한정되어 있고 주거시설, 상업시설, 생산 및 업무 시

설 등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 복합 산업단지에서는 수요

자의 요구를 반 하여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요 기

반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Yang and Eum, 2011)는 점에서 산업

환경 변화와 수요자 니즈를 반 한 공간조성 전략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2.3. 산업환경 변화와 공원녹지

도시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의 경우도 인구사회구조 

변화의 향으로 과거와는 다른 공간활용이 요구될 것으

로 보여진다. 
사회구조 변화는 공원녹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도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산업환경과 공간구조 변화

를 효과적으로 반 하기 위한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공원녹지 계획마련이 필요할 것이다(Fig. 1). 
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져 향후 공원은 복합용도형 공원

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산업공간의 경우도 

Division Existing industrial complex Futur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direction

- Efficient use of infrastructure
-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areas
- Focused on manufacturing
- Large-scale

- New growth engine, new industry creation
- Regeneration and activation of old industrial complexes
- Focused on high-tech knowledge industry
- Small scale reinforcement

Layout of space
- Centered on infrastructure and factory 

sites

- Reinforcement of technology and product development 
support facilities

- Strengthen R&D support facilities linked to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Settlement conditions
- Focus on separation from the city

- Strengthening connection with the city
- Strengthen complex spaces, green spaces, and pedestrian 

facilities

Infrastructure 
(green infrastructure)

- Separation and buffering role of 
industrial facilities and surrounding 
facilities

- Complex park functions, enhanced accessibility, planting 
methods by space type

*Source : Organized based on data from Jo Kang-ju et al. (2019)

Table 1.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new complex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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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도시형 첨단복합형으로 전환이 예

측됨에 따라 향후 산업공간 내에 입지하는 공원은 Fig. 2
와 같이 산업기능과 공원기능의 연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

로 생각된다. 
미래형 도시 산업의 경우 제조업 보다는 첨단산업으로 

전환이 되고, 장치형 보다는 기술집약형, 아이디어 창출형 

산업들이 주로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종사자의 근

무 패턴과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도심 내 복합형 산업단지를 조

성하는데 있어 공원녹지 계획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공원녹지가 지향해

야 할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해 본 연구는 거의 없다. 다
만,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사업에서 공공

시설 설치기준의 경우 공원녹지 부문이 가장 높은 사회적 

향력과 함께 논란의 가능성이 많다고 했으며, 사업규모

와 녹지유형별로 보다 세부화된 설치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

Fig. 1. The role and direction of parks in the industrial complex from the perspective of changing urban and industrial 
conditions(Source : Revised by author).

Fig. 2. Utilization of parks according to changes in social structure and industrial paradigm(Source : Revised b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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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Lee, 2013).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미래형 도시공원 조성방향에 대해 

대구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권 내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중요성

과 시급성이 높게 나타났다(Seo et al., 2019). 재생 산단 조

성과 관련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에서는 사업부지 및 

건축물 용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녹지시설을 설치하고 옥상

정원 등 집적화된 산업단지에서의 공원녹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 다(Kim et al., 2013). 
미래를 시간적 범주로 한 공원녹지와 산업단지 관련 연구의 

주요 주제어를 종합해 보면 공원녹지는 중요한 계획요소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부지유형이 소규모로 집적화됨

에 따라 입체녹화 등 이에 부합하는 녹지조성이 요구되며, 
접근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계획요소임을 엿볼 수 

있었다.
미래의 산업단지는 공간의 유연성과 토지이용의 복합화

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주변 도시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중요하게 고려할 전망이다(Park, 2016). 
또한 산업업종에 있어서도 첨단산업 유치가 고려된다. 공원

녹지의 경우도 복합용도 개발이 선호될 수 있으며, 이는 공

원녹지가 단순히 산업시설을 지원하는 하부 인프라가 아니

라 산업단지에서 필수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Lee and Cho, 2011).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공간구

조 및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역시 이를 고려하여 계획함으로써 이용활성화를 모색해 나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산업단지

는 생산 공간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공원녹지는 오염 및 환

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폐 및 완충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미래형 산업단지는 소규모 산업공간이 도시 내에 

입지함에 따라 도시 기능과의 연계 및 여가문화 공간 등이 

중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소규모화가 되고 

도시입지로 변화하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그린인프라 조

성이라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통해 모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내용

국내 산업발전의 산실로서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던 

산업단지는 산업구조 및 사회환경의 변화로 전통적인 산업

단지와 다른 공간구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산업단지 내 

중요 공공시설의 하나인 공원녹지 역시 변화하고 있는 산업

환경에 부합한 새로운 방향성 탐색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입지환경과 공간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미래

형 산업단지에 요구되는 공원녹지 계획방향을 산업종사자

를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세부적

으로는 산업단지의 공원녹지 비율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를 설문조사하여 개선 필요성을 파악해 보았으며, 공원과 

복합시킬 수 있는 도입 시설을 살펴보고 획지단위의 수직형 

공장에 적용 가능한 입체녹화 유형을 살펴보고자 Shin et 
al.(2017)의 연구와 최근에 건축물 내‧외부에 반 하고 있는 

(a) Rooftop greening (b) Wall greening (c) Stepped greening

(d) Terrace greening (e) Indoor greening (f) Atrium (courtyard) greening

Fig. 3. Greening method survey items of building-type fa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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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녹화 유형을 고려하여 Fig. 3과 같이 6가지로 입체녹

화 유형을 분류하고 가장 선호하는 유형을 설문조사하

다.  또한, 새로운 산업단지는 대규모 공간을 활용하기 보

다는 블록 또는 획지단위의 복합용도로 공간을 활용해 나

갈 것이라는 점에서 획지단위의 수직형 공장과 블록형의 

공장에 적합한 공원녹지 계획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

다. 또한, 산업단지 내 대표적 기반시설인 교통동선과 공

원녹지간의 연계 활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교통과 그린인

프라간 최적의 조합조건도 파악해 보았다.

3.2. 연구방법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의 계획 방향 도출을 위해서

는 델파이기법, 시나리오 방식 또는 과거자료를 이용하

여 추세를 예측해 보는 연구접근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산업체 종사자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미래형 산업단

지에서 공원녹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탐색하는데 사용

자 요구를 반 시키고자 했다. 도시 내 복합형 산업단지

의 공원녹지 계획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산업단지 종사

자를 직접 조사하여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기업체 1,502
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 다. 이 중 

답변이 불명확하거나 응답률이 적은 설문을 제외한 유효 

표본 수 총 1,035개 업체의 설문결과를 대상으로 분석하

다(Table 2 참조). 
설문조사 기간은 19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에 걸쳐 

실시하 다. 부지조건에 따른 공원녹지 조성방향에 대한 

설문은 단순통계분석(빈도분석)하 으며, 미래형 산업단

지의 건물배치 형태에 따른 녹지구성의 최적조건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 다.

4. 결과 및 고찰

4.1. 미래형 산업단지에서 선호하는 기능 배치

미래형 산업단지의 경우 소규모 단지로 개발되는 등 

기존의 산업단지와 다른 기능배치를 하게 되는 경우 어떤 

방향을 선호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공원녹지시설을 확대해

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5 참조).

Division Number  of cases Ratio(%)

Industry type

Culture industry 155 15.0

Knowledge industry 173 16.7

High-tech industry 185 17.9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192 18.6

General manufacturing industry 330 31.8

Total 1,035 100.0

Table 2. Basic statistics of survey respondents.

Building

Building

Building

Building Main road Building

Secondary road Secondary road

Building Secondary 
road Building

(a) Single factory building of plot- size type (b) Complex factory building of Block-size type 

Fig. 4. Schematic diagram of a questionnaire on green space creation plan according to the type of building-type factory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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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산업단지는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부지 

또는 관련 지원시설에 대한 공간활용도를 중요하게 생각하

던 것에 비해서 미래형 산업단지에서는 산업시설 용지 

보다는 공원녹지 등 단지 내 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들에

게 휴식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 복합산업 단지의 경우 생산 및 업무시설 등 산업공간

의 관점에서만 활성화를 고려하기 보다는 도시 경쟁력 제

고와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원과 녹지 

등의 요소를 고려해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

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만, 공원녹지 시설 외 다른 시설

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또는 증가 의견이 많았다는 점에서 

공원녹지 시설 증가에 따라 감소되는 부지에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복합화시켜 조성하게 되면 시설면적을 유지

하면서도 공원녹지 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4.2. 녹지비율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산업단지 내 녹지 비율(높음/낮음)의 중요도에 대한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2.1%는 중요하다고(매우 중

요함+중요한 편임) 응답하 으며, 15.6%는 중요하지 않

다고(전혀 중요하지 않음+중요하지 않은 편임) 응답하

다. 평균 5점 척도 결과는 3.35점으로 나타나 녹지 비율

을 비교적 중요한 계획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 제조업 및 문화산업 기업

체에 비해서 첨단산업,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

형의 산업업종과 연관된 기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녹지비

율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The direction of functional placement favored by 
future industrial complexes.

Fig. 6. The importance of green area ratio by industry type.

Fig. 7. Satisfaction with green area ratio by industry type. Fig. 8. Complex facilities suitable for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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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지식 산업 기업체의 경우 기업이 성공적 생산과 경

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공원 및 녹지 등 기반시설의 환

경요인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이 반 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산업단지에 도입된 녹지 비율(높
음/낮음)에 대한 만족도 설문 결과에서는 31.8%가 만족

한다고(매우 만족함+만족하는 편임) 응답하 으며, 
27.2%는 불만족 하는(매우 불만족함+불만족하는 편임)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5점 척도 조사 결과에서는 3.05
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녹
지비율에 대한 중요도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여주었는데, 제조업 업종에 비해서 정보통신 및 지식첨단 

산업분야 업종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종사자들은 미래형 산업단지에서 공원녹지 

조성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 제공된 공원녹지 수준은 미흡하다고 평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3. 공원과 연계한 복합시설 선호도

미래형 산업단지에서 공원 이용활성화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 공원과 조합될 적합한 복합시설에 대해 설문한 결

과 문화시설(66.3%)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차장

(65.8%), 상업시설(52.9%)로 조사되었다 Fig. 8 참조). 
미래형 산업단지와 함께 공원녹지의 경우도 용도가 혼합되

는 복합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토지이용 및 

시설 활용에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래

형 산업단지의 공원은 문화용도, 전시용도, 상업용도 등을 

복합화함으로써 공원이 단순히 휴식 및 휴게 기능 제공뿐

만 아니라 문화생활을 위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공하고 

산업시설과 연계하여 공원에서 전시 및 교육 활동을 제공

하는 것을 중요한 계획항목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업시설과 주차장 등의 시설 도입을 통해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미래형 산업단지에서 공원에 포

함시켜야 할 기능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미래형의 도시 복합산업단지에 조성할 공원은 

단순한 조경 및 녹지설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복합

화한 복합공원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4.4. 단일 건물형 공장의 적정 입체녹화 방식

부지 및 건물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건물복합형 산업공간

의 입체녹화로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설문 조사한 결과, 건물 

옥상녹화(45.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건물내 

계단형 녹화(21.4%), 건물 아트리움 녹화(15.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건물형 공장의 경우 적

극적 녹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건물 옥상, 계단형 녹화, 아트리움 녹화 등에 대한 선

호도가 높다는 점에서, 근무 공간인 건물에서도 녹지를 쉽게 

접촉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에 대해 요구도가 높다는 

점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심형 미니산단 등 부지

가 협소하여 건물 복합형의 산업공간을 설치한 경우 별도의 

부지에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산업단지의 

경관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장건물과 연계하여 

다양한 유형의 입체녹화 방식 등을 도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Fig. 9. Suitable 3Dimensional Greenery system method.

4.5. 미래형 산업단지의 공간구조별 도로 및 그린인프라 

구성조합

새로운 산업단지에서 건물구성 유형별로 적합한 도로와 

그린 인프라에 대한 구성 조합 요건을 파악하고자 설문조

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형 산업단지가 단일건

물형인 경우 단지 내부 교통동선 여건과 녹지 구성의 최적 

조합을 살펴본 결과 녹지의 경우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와 

기능적으로 연계한 조합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복합형의 건물로 구성된 부지조건인 경우는 단지 

내부 교통동선 유형과 녹지 구성의 최적 조합을 살펴본 결

과 주 도로만 차량을 통행시키고 보조도로는 자전거 및 보

행 이용을 전제로 조성하며, 단지내부의 도로변에는 완충

녹지를 조성해 주는 것이 최적의 조합조건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 도심 내 미래형 산업단지는 소규모 개발 형태가 

많게 되므로 교통 및 그린인프라 등의 기반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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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통행 보다는 자전거 및 보행자 중심으로 조성하고 

이를 녹지와 연계하는 조합형태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선 및 녹지계획시 이를 고려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 론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미래형 산업단지의 

공간구조는 크게 변화될 것이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산업단지는 대규모로 도심 외곽에 입지하게 되는데, 이로 인

해 공원녹지는 주변 도시 등과 연결되지 못하고 주변과 단절

되어 배치, 운 되고 있으며, 단지 중앙부에 근린공원으로 조

성되거나 산업 시설을 우선 배치한 후 나머지 부지에 공원을 

배치함으로써 접근성이 열악해 이용률이 떨어졌다. 그러나 

미래형 산업단지는 소규모 형태로 도심 내에 입지하게 되어 

공원녹지는 도심 내 시설과 연계성이 중요해져 네트워크형 

그린인프라 조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입체복합형 산업

시설 조성으로 부지 활용에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공원녹지

도 입체복합화 형태와 관계될 것이다. 또한,  미래형 산단은 

차도 보다는 보행로 중심으로 이동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

여져 그린인프라는 보행축과 연결되어 단지 내 주요 공간 및 

시설을 이어주는 요소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면적공원에서 

선형공원으로 공원 형태가 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전제하에 미래의 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단지의 

공원녹지 조성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공원녹지에 대한 계획 방향을 검토

하 다. 조사 결과 미래형 산업단지의 경우 녹지비율이 중요

한 요소로 나타났으나 현 수준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게 평

가되어 녹지조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
로운 산업단지 유형의 하나가 될 도심 내 미니산단의 경우 부

지조건으로 인해 건물복합형 산업공간과 시설이 다수 도입될 

것으로 보여져 쾌적한 건물환경 제공을 위해서 입체녹화 도

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체녹화 유형에 대한 설문

결과 건물 옥상녹화, 계단형 녹화, 아트리움 녹화에 대한 선호

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미래형 산단의 오피스는  건물

에서 녹지를 쉽게 접촉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래형 산업단지의 공원 이용활성

화를 위한 복합시설로는 문화시설, 전시/교육시설, 상업시설, 
주차장 등이 상대적으로 적합도가 높아 휴식과 휴게, 산책 등

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적극 반 할  수 있는 

시설 도입이 요구된다. 나아가 공원이 단지 내에서 옥외생활

의 중심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전시, 판매시설

과 함께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주차 공간 확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형 산단 유형의 하나인 미

니산단의 경우 단일형 또는 건물복합형 산업시설들이 다수 

입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건물구성 형태에 따라 적합한 그린 

인프라의 조합조건을 살펴본 결과, 단일건물형 단지는 자전

거도로 및 보행로와 기능녹지를 연계한 조합형태를 선호하

으며, 복합건물형 단지에서는 주 도로만 차도로 조성하고 보

조도로는 자전거 및 보행로 중심으로 조성한 후 도로변에 녹

지를 배치하는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

에서 차량 중심의 이동 패턴보다는 자전거와 사람중심의 보

행동선을 녹지축과 연결해 배치하는 방식으로 기반시설을 설

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수반된 산업 환경 변화로 산

업단지의 입지환경과 공간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에 따라 환경변화에 적합한 공원녹지의 새로운 계획방향을 

탐색해보는 초반의 연구로 개념 정립과 방향 탐색에 그쳤다

는 점과 미래형 산업단지를 경험하지 못한 종사자를 대상으

로 공원녹지에 대한 계획 방향을 모색해 보는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연구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객관화된 미래 예

측과 분석에 기반 한 연구수행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의 공

간구조와 유형에 따라 적용해야 할 공원녹지 계획기법에 대

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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