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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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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Plan to Facilitate a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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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ndscape architecture is an indispensable professional service in building sustainable land and urban environments.
The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motion of the health and welfare of the people, urban
revitalizatio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s well as job creation. Despite various public interest values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owth engine of the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which is suppo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andscape services, has stagnated. In 2015, the Landscape Architecture Promotion Act was enacted to provide a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to support revitalization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orkers
and experts in landscape architecture recognized the need for policies and projects to promote the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Second, the industrial types suitable for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were landscape design,
landscape maintenance and management, and landscape construction industry. Meanwhile the industrial types suitable for
a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complex were landscape trees and landscape facilitie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ird,
the expected effect of the designation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facility was ‘the increase of the business opportunit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network'. On the other hand, that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complex was ‘the
activation of various information sharing'. Fourth, ‘the size of the local government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and
the capacity to cultivate' wa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designation criteria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s for that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complex, the ‘feasibility of promotion plan’ was the most
crucial. Fifth, ‘tax benefit and deductible exemption' was considered as a necessary support method for the activation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fee support' was recognized in the case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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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 김신성

국문초록

조경은 지속가능한 국토․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문 분야이다. 조경산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 도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경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경산업의 성장동력은 정체되어 있다. 사업 규모의 영세화, 안정적 생산․
유통 체계 부재, 협업 체계 미흡, 신기술 도입 어려움 등의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조경진흥법 제정을
통해 조경산업의 집적을 통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분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설계, 유지․관리, 시공 분야가 선정되었다.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 분야가 선정되었다. 셋째,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네트워
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가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 중에서는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이,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중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경진흥시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으로는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조경진흥단지의 경우에는 ‘유지․관리비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조경진흥법, 산업집적시설, 전문가 인식조사, 제도 개선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조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과 치유, 지
역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 조경의 역할과 기능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조경은 1970년대 무분별한 개발 사
업으로 인해 훼손된 국토환경을 보존하고자 도입되었다. 이후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대규모 토건사업에 의존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와 함께 정체되는 추세이다. 결과적으로 영세한 조경사업체들
이 증가하고 있고, 독립된 산업 분야로서의 위상은 낮아지고
있다. 국내 조경산업을 시공, 설계, 감리, 유지․관리, 소재 생
산 및 유통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5년 기준
약 8조 원 규모이다(Kim and Kim, 2017). 조경시공 분야의 매
출액이 가장 큰 비중(약 80%)을 차지하며, 다음은 조경소재
생산 및 유통(약 9%), 설계(약 6%), 유지․관리(약 5%) 순이
다1). 조경산업 분야는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확장 추세에 있
으나, 사업 규모의 영세화, 안정적 생산․유통 체계 부재, 협업
체계 미흡, 신기술 도입 어려움 등의 복합적 문제점을 보유하
고 있다. 조경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산업 체계는 1970~1980년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 수요에 대
응한 양질의 조경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조경산업의 집적을
통한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이 높다. 조경사
업체 간의 집적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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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류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역량 강화에 유리하
다. 둘째,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막
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기반시설 설치는 물론, 자재 수급, 임대
료, 기타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셋째, 행정절차
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조달청 등록, 산지전용 허가, 조경
수 검역, 조경시설 안전성 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넷째, 신기술 개발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컨테이너 재배, 운송기술, 온라인 판매 등의 생산부터 유
통 및 계획까지 조경 전반에 걸친 신기술 개발과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
2015년 제정된 조경진흥법 에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
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
흥단지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조경진흥시설(법 제7조)은 ‘조
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시설물’, 조경진흥
단지(법 제8조)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되거나 조성
된 지역’을 의미한다. 타 산업진흥 관련 법률에 근거해 조경진
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를 지정 또는 조성한다는 조항을 마련
했으나,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운용 방안은 부재한 실
정이다. 구체적으로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의 예상되는 사업모
델이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
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조경산업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분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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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기 때
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경
진흥시설 및 단지와 유사한 제도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선
행연구 검토결과, 산업분야별 진흥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진
흥시설, 진흥단지, 진흥지구, 진흥지역 등의 지정과 운영 활성
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Kim et al.(2007)은 각 지역의 공공체육
시설을 활용하여 스포츠산업진흥법 에서 규정된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운영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지
역별 스포츠산업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공
무원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필요성과 지원 사항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별 스포츠산업 경쟁력에 차이가 존재하며, 지원이 필요한 분야
로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 세제혜택, 정보제공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방안을 공공체육시설,
스포츠산업 사업체, 스포츠산업 정책 기준으로 구분해 설정하
고, 광역도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해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운영
모델을 제안하였다. Park et al.(2008)은 스포츠산업진흥법 에
서 규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 및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목표와 조직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 설문조사(정책
전문가, 스포츠산업체 대상), 전문가회의를 통해 연구를 수행
하였다.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유형을 산업입지형, 허브형, 레저
스포츠지구형으로 구분하였고, 유형별 지정 요건을 제시하였다.
입주 업체가 정부의 육성 정책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조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
다. Kim et al.(2009)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공간집적의 필요성
을 진단하고, 소프트웨어의 특화된 집적지가 포함하여야 할 효
율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조성방안을
신규 단지 조성 방법과 기존 SW기업 밀집해 있는 기존의 SW
지원 집적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인프라 요건을 갖추고, 향후
단지로써 확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SW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소
프트웨어 진흥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연계, One-Stop 지
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 공동연구 환경 구축, 금융
지원 등으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Jang et al.(2011)은 준공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성 분석, 기반시설 정비
가 필요한 산업시설 실태조사, 산업단지 기반 시설의 지원대상
시설과 지원규모 파악, 지원기준과 우선순위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기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수
도권 지역을 포함하고, 수도권과 다른 지역을 차등하여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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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광역시도와 일반시도를 차등
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지원 대상시설로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로 하
되, 진입도로, 특수교량 등 필요에 따라서는 그 지원 대상시설
을 별도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조경진
흥법 시행에 따라 마련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조경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 개요
조경 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
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으로 2017년 6월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경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총 75명의 응답결과를 분석과정에 사용하였다. 조경설
계 분야(40명, 53.3%) 전문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 및 연구기관(12명, 16.0%), 조경시공 분야(9
명, 11.9%), 조경소재 생산 및 유통 분야(6명, 8.0%) 순이었다
(Table 1 참조). 설문응답자들의 평균경력은 20.46년(표준편
차 10.96년)으로 나타났다.

2. 설문항목 구성 및 분석방법
설문항목은 크게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필요성,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 조경진흥
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 조경진흥
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원방안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설문항목과 척도
는 Table 2와 같다. 설문조사 결과는 빈도분석, ANOVA, 기
술통계 등을 통해 분석하였고, 분석도구는 SPSS 21.0을 사용
하였다.
Table 1. Survey respondents general status
Field

Desig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Construction
Materi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upervision
Maintenance & management
Total

Cases(persons)
40
12
9
6
5
3
75

Ratio(%)
53.3
16.0
12.0
8.0
6.7
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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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rvey items and scale
Division

The necessity of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uitable industry type of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Benefit of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Criteria designation of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upporting elements of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김용국 김신성

Survey items
Do you think that the landscape architectural industry promotion policy and business
are necessary?
Do you think that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are necessary?
What kind of industry do you think is suitable for a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What kind of industry do you think is suitable for a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complex?
How much do you think the expected effect of designing and constructing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How important do you think the following designation standards are important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How important are each of the following government-level support measures to promote the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III. 분석결과

1.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필요성

Survey items
The
necessity of
landscape
architectural
industry
promotion
policy and
business

2.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적합 산업유형

3.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 기대효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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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oint likert
Nominal
Nominal
5 point likert
5 point likert
5 point likert

Table 3. The necessity of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정
책 및 사업(평균 4.75점)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필요성(평균 4.63점) 역
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설문응답자 분야별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ANOVA 실시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에서
조경감리와 조경자재 분야 종사자들이 조경설계 분야 종사자
들에 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필요성을 높
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으로는 1순위 조경설계서
비스업(47명, 13.9%), 2순위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45명,
13.3%), 3순위 조경공사업(38명, 11.2%) 순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조경진흥시설은 조경설계, 조경관리, 조경시공 분야
업체들의 집적을 통해 조성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으로는 1순위 조경수 생산
및 유통업(49명, 14.4%), 2순위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업(40
명, 11.8%)과 조경설계서비스업(40명, 11.8%) 순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조경진흥단지는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업 유치에 적합할 것
으로 판단된다(Table 4 참조).

Scale
5 point likert

The
necessity of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

p<0.01.

Division
Design (a)
Supervision (b)
Construction (c)
Maintenance &
management (d)
Materi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f)
Average
Design (a)
Supervision (b)
Construction (c)
Maintenance &
management (d)
Materi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f)
Average

Mean
4.83
5.00
4.78
4.33

S.D. F/Sig. Dunnett
.50
.00
.44
1.15 1.971/
.094 5.00 .00
4.33

.98

4.75 .62 4.70 .61
5.00 .00
4.89 .33
4.00 1.00 3.642/
.006** a<b, e
5.00 .00
4.00 1.13
4.63

.73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진흥시설 지정과 조성
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 가운데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
업기회 증가(4.36점)’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4.27점)’, ‘고객 노출 기회 제공(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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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itable industry type of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multiple responses)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complex

Cases Ratio
Division
(persons) (%)
Engineering industry
32
9.4
Landscape design service
47
13.9
Engineer’s office
33
9.7
Landscape supervision business 21
6.2
Landscape management and 45
13.3
maintenance service business
Landscape construction
38
11.2
Landscape facility installation 27
8.0
work
Landscape planting work
32
9.4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29
8.6
landscaping facilities
Landscape tree production and 35
10.3
distribution
Total
339
100.0
Engineering industry
25
7.4
Landscape design service
40
11.8
Engineer’s office
24
7.1
Landscape supervision business 18
5.3
Landscape management and 37
10.9
maintenance service business
Landscape construction
38
11.2
Landscape facility installation 33
9.7
work
Landscape planting work
36
10.6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40
11.8
landscaping facilities
Landscape tree production and 49
14.4
distribution
Total
340
100.0

순으로 나타났다. 조경진흥시설 조성을 통해 관련 분야 사업
체 간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경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효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
(4.37점)’가 선정되었다. 2순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
회 증가(4.29점)’, 3순위 ‘유통 체계 개선(4.25점)’ 순으로 나타
났다(Table 5 참조).

4.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조경진흥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
소는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4.2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진흥시설은 민간 차원에서 지정받거나 조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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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enefit of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Division
Reduced expenses such as rent
Enable various information sharing
Improve distribution system
Increase business opportunity by
expanding network
Increased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with other disciplines
Opportunity to expose customers
(corporate, individual, municipality, etc.)
New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Facility
Mean S.D.
4.08 .83
4.27 .79
4.15 .77
4.36 .76
4.04 .99

Complex
Mean S.D.
4.19 .91
4.37 .77
4.25 .79
4.29 .87
4.09 .99

4.15

.91

4.17

.92

4.10

.89

4.12

.88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사업추진여건과 조경 산업을 육
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
로는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4.20점)’, ‘입주 조경사업자의
전문성(4.15점)’ 순으로 나타났다. 조경진흥단지의 경우, ‘사업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4.23점)’이 지정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
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
와 육성 역량(4.21점)’, ‘입주 조경사업자의 전문성(4.13점)’ 순
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Table 6. Criteria designation of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Division
Percentage of small and medium entrepreneur in residential landscape architectural companies
Affiliation with landscape architecturerelated organizations in residential
landscape architectural companies
Professionalism(status of professional
manpower, business performance, etc.)
of residential landscape architectural
company
Percentage of area used by landscape architecture operators in total
facility area
The scale of the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and the capacity to
cultivate the local governments
Possibility of business plan
Infrastructure conditions such as traffic, water and sewage, electricity, communication

Facility
Complex
Mean S.D. Mean S.D.
3.91 .98 4.00 .97
3.84 1.14 3.83 1.17
4.15

.91

4.13 .91

4.03

.91

-

4.27
4.20
-

.81
.87
-

4.21 .98
4.23 .89
4.12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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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원방안
조경진흥시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4.3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건축물 또는 부지
확보(4.29점)’와 ‘유지․관리비 지원(시설 구입, 임대료 등)(4.29
점)’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Table 7 참조).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가운데에서 ‘유
지․관리비 지원(시설 구입, 임대료 등)(4.39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그 다음으로 ‘건축물 또는 부지 확보(4.36
점)’,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4.35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8 참조).
Ⅳ.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 제도 활성화 방안

1. 예상 사업모델
Table 7. Supporting elements of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Division
Secure a building or site
Grant incentive for public project bidding
Tax benefit and deductible exemption
Establishment of system for linking
industry, academia, administra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support
(facility purchase, rent, etc.)
Operational consulting support(technology
development, overseas market entry,
etc.)

Mean
4.29
4.09
4.35
4.16

S.D.
.81
1.03
.86
.89

4.29

.85

4.21

.86

Table 8. Supporting elements of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complex
Division
Secure a building or site
Expansion of infrastructure such as traffic, water and sewage, electricity, communication
Grant incentive for public project bidding
Tax benefit and deductible exemption
Establishment of system for linking
industry, academia, administra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support
(facility purchase, rent, etc.)
Operational consulting support(technology
development, overseas market entry,
etc.)

14

Mean
4.36
4.33

S.D.
.80
.93

4.03
4.35
4.33
4.39

.97
.86
.79
.85

4.2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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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적
합한 사업모델을 제안하였다. 조경진흥시설은 시설물 단위로
조경설계, 조경시공, 조경감리, 조경 유지․관리 등 지식기반산
업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과 서
비스지원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적
합하다고 판단된다. 조경진흥시설은 시설 규모에 제약이 크지
않으며, 개별 건축물 단위와 건축물의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
종사자는 개별 사업체당 종사자수 4명을 기준으로 추산해 볼
때 약 40명 미만의 규모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경진흥단지는 지역 단위로 면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조경
수 및 조경소재 생산․유통 등 제조기반산업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수 기반의 진흥단지는 식물 생육환경과 교통여
건을 고려할 때 도시근교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적합하고, 조경
시설물 기반의 진흥단지는 해외진출 여건을 고려해, 항만 근교
지역 또는 유관산업 밀집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
단된다. 조경수 기반의 진흥단지는 10만 m2 이상의 대규모 공
간, 조경시설물 기반의 진흥단지는 5만 m2 이상의 중규모 공간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사업체당 종사자수 4명을 기
준으로 추산해 볼 때 약 40명 이상의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9 참조).

2. 지정기준 개선방안
조경진흥법 에서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은 조경사업자 수,
중소기업자 비율, 조경사업자 사용 면적 비율, 공동이용시설
설치 여부 등 4개 요소이다. 법 제6조 제1항 3조의 “조경사업자
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이라는 지정기준은 영세한 조
경사업자들의 여건을 고려할 때 다소 엄격한 기준이라고 판단
된다. 조경 산업 진흥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현실 가능성을 고
려할 때 해당 기준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성이 있다.
Table 9. Expected business model of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Division

Facility

Landscape
trees based

Complex

Landscape
facilities based
Harbor nearby/
Location Urban area
Suburban relevant industrial
area
Large scale
Medium scale
scale (over
Scale (buiSmall
100,
0
00
(over 50,000
lding unit) square meters) square
meters)
Number of Less than 40 More than 40 More than 40
employees persons
persons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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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은 조경사업자 수, 지역 내 조경 관련
기관 보유 여부, 기반시설 구축 여부 등 3개 요소이다. 조경진
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제2조에 따르면 조경진흥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경지원센터,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
무를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
는 법인”이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경 관
련 기관들은 조경진흥단지 운영․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나, 이를 지정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조경진흥단지 활
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유사 분야(문화산
업단지 등)에서도 지정요건으로 지역 내 지원기관의 입지 여부
를 적용한 사례는 부재하다.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해당 항
목 삭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제3조에서 조경진흥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교통, 상하수
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이라고 명시
되어 있다. 조경진흥단지 조성비 중 부지확보와 기반시설 설치
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을 삭
제하거나, 산업단지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발비용의 일
부를 부담토록 하는 비용부담 제도와 공공에의 기반시설의 우
선 공급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조경진흥단지와
조경진흥시설 제도는 현재와 같이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미 갖
춘 사업자를 사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역량을 갖춘
영세 조경사업자들에게 국가와 지자체에서 공간과 기반시설을
사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높다.
현행법에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로 지정받고자 하
는 자는 유사 분야 산업 진흥시설 및 단지와 지역․지구와 달
리 시설․단지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부재해 사업타당
성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조경진흥단지와 조경진흥시설 활성화계획 수립
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경진
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구비서류에 조성 및 운영
계획서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3. 지원내용 개선방안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진
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해 1) 진흥시설의 조성․운
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들과 조경분야 종사자들은 조경진
흥시설 지정을 통해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건축물 또는
부지 확보’, ‘유지관리비 지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조경진흥시설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8조
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이에 준하
는 지원혜택 부여한다. 그러나 기술사법 제5조의 7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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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
고, 조경사업을 하는 시설에 한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준하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식조사 결과, 조경진흥시설에 적합
한 유형은 조경설계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조경
공사업 순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분야의 영세한 조경사업자들
이 집적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
정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조경사업자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
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해 1) 진흥단지의 조성․운
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단지를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식조사 결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통한 기대효과는
‘유지관리비 지원’, ‘건축물 또는 부지 확보’, ‘세제 혜택 및 부담
금 면제’ 순으로 나타난다.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받는 조경진흥시설과 달리 조경진흥단지를 대상으로 한
지원내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향후 법령 개정을 통
해 조경진흥단지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
적으로는 조경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각종 부담금이 발생하
므로 각종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추진 시간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인․허가 등의 의제
에 관한 사항, 원활한 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공유재
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조경은 지속가능한 국토․도시 환경 구축을 위한 주요한 요
소로서 조경산업 진흥 정책과 제도 개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 첫째, 조경산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조경산업을 통해 생산되고 관리되
는 공원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는 최근 도시민들의 건강을 심각
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수단이며, 폭
염과 홍수 피해를 완화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조경
수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단지는 굴뚝산업으로 지칭되는 타 산
업 분야와 달리 공해를 발생하지 않고, 건강, 치유, 환경교육,
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유한다.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행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
린이 놀이시설과 고령시대에 대비한 노인 맞춤형 운동시설을
개발함으로써 의료비용 감소에도 기여한다. 다양한 분야의 역
량 있는 조경 산업 종사자들이 양질의 근무 환경에서 집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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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조경 공간 계획․설계, 조경소재 개
발․생산․유통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조경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크다. 조경설계, 조경관리 등 서비스 기
반의 산업 분야는 다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빈곤계층, 노인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활용이 가
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대규모 토건사업에서 중소규모 도시재
생으로 건설 분야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동네, 마을 단위의
조경 계획․설계 및 시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에 따른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경수, 조경시설
물, 도시공원 등 조경의 대상은 조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최근 운영․관리의 중요성이 강
조되면서 해당 분야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
단위 조경 인프라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법적인 시설을 지
정함으로 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
다. 셋째, 조경산업은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빈집 정비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
민정원사, 나무의사, 동네목수 등 지역사회의 건축․조경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협동조합 형태로 지역 환경 개선 사업장
을 조성하는 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저층 주거지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옥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원과 텃밭 등 식물 소
재 기반의 조경 공간을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경 전문가
들의 참여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
로 빈집 문제와 유휴 산업단지 문제가 심각하다. 도시재생 뉴
딜사업 구역 내 빈집을 조경진흥시설로 지정하여 정원과 공원
설계․시공을 전담토록 하거나, 나무병원 등을 설치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향하는 양질의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유휴 산업단지를 활용하여 조경수를 생산․유
통․판매하는 조경진흥단지로 조성함으로써 국․공유 공간의
가치 제고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조경산업은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 도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관련
이 많다. 2015년 기준 조경산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업체수
23,213개소, 종사자수 43,520명, 연매출액 약 8조 원 규모의 시
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산업분야에 비해 조
경 분야는 독립된 산업 영역이라는 인식이 약해 정부 차원의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본 연구는 조경산업의 진
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
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문화되지 않
고 실효성을 갖춘 제도가 되기 위한 법령 개정 방향을 제안하
고자 하였다.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 75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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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조
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설계, 유지․관리, 시공 분야
가 선정되었다.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조
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네트워크 확
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통해 얻게 되
는 기대효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가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 중에서는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
와 육성 역량’이,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중에서는 ‘사업추진계
획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
경진흥시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으로는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조경진흥단지의 경우에는 ‘유지․관리비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조사 결과를 토
대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예상 사업모델을 제안
하였고, 지정기준과 지정내용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
도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령 개선방안과 사업 추진 가이드
라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 지정에 관심이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 등 다양한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
터뷰 조사를 통해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시범사
업 추진 및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겠다.
------------------------------------주 1. 조경소재 생산 및 유통 분야는 조경수 생산 매출액에 한정해 추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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