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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behaviors and images of city residents on the six

Gyeongsangbuk-do rural theme villages. The results of analysis bring the following

conclusions. 1) Behaviors of city residents are related with the images on rural

villages. In addition, the better the image is, the higher their behaviors' needs. 2)

Behaviors' needs become higher on the village as the image on 'Scale type' becomes

better. 3) Especially, in case of Gimcheon and Gyeongju, we find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images of 'Scale type' and 'Magnificent type' and behaviors; these

villages should raise the scale and standard of villages by certain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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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최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시정책이 양적개

념에서 질적 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관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도시경관뿐만 아니라

농촌의 경관에서도 점차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

며, “경관법”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

한 특별법” 등의 재정으로 농촌경관 계획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농촌사회는 전형적인 농촌

경관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특히 무분별한 주택

개량사업과 개인의 성향에 따른 축사 창고 등

다양한 건축행위에 의해 농촌경관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수한 농촌

경관을 보존하고 훼손된 농촌경관을 복원하여

농촌 체험관광등을 통해 농촌사회의 경제적 부

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농촌의 경제 환경

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경관 문제

가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주요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토경

관계획”, “경관형성”, “지방자치 조례” 등에서 체

계적이고 지속적인 농촌경관정책을 수립하여 이

에 대한 문제를 조정 해결하고 있다.

또한 이상정
5)
과 이을규

6)
는 1950년대 농촌주택

과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위

주로 진행 되었던 과거 농촌 정비의 방향이

2000년 이후부터 마을단위 중심으로 전환되었

으며, 중앙정부를 주축으로 자연생태환경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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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및 학습, 관광자원화, 다양한 프로 그램개발

등으로 농촌과 도시가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되는 패러다임의 일대 변

화가 이루어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김영기
7)
와 이어령

8)
은 한국인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시야가 트인 공간을 선호하고 ‘외

부’의 자연경관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자연관(自

然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김

영민
9)
은 현대의 한국 도시거주자에게도 ‘외부’

의 자연경관, 특히 전원의 농촌 경관 등에 대한

정비 요구가 높다는 것을 그의 연구에서 밝힌바

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농촌경관을 관리

하기 위해서는 농촌경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

어야 한다. 왜냐하면 농촌경관은 자연지역, 취

락지역, 경작지, 역사문화지역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농촌경관평가와 관련한 연구로서는

농촌경관의 경제적 가치평가 및 시각적 선호도

조사, 이미지 평가 등에 대해 업적을 보이고 있

으나 농촌 전통 테마 마을에 대한 경관 비교 분

석과 특히 농촌경관에 대한 인간의 행태와 이

미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전통 테

마 마을로서 독특한 경관적 요소의 보전과 관

리 또한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북의 산재한 농촌전

통 테마 마을을 대상으로 각 마을별 경관 특성

에 대하여 도시민의 지각하는 행태와 인지하는

이미지구조에 대하여 분석하여 마을 유형별 평

가구조를 규명하고, 금후 전통테마 마을의 경관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먼저 마을전체의 경관에

대해 지각하는 행태 및 이미지분석은 앞서 실

시한 경북지역 농촌전통테마마을 6곳(김천 옛

날솜씨마을, 경주 옥산 세심마을, 안동 참살이

가송마을, 영덕 나라골 보리마을, 울진 양떡음

떡마을, 청송 참소슬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2008년 10월 10일부터 12월까지 6개 마

을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경관이미지분석의 평가

방법으로는 S.D(Semantic Differential Method) 법을

사용하고 추출한 30개 형용사 쌍(反義語)에 대해

의미분석척도로 5단계의 평정척도를 작성하였다.

추출한 30쌍의 형용사는 초등학생용 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 “연세초등국

어사전”, 동아출판사, 2002)에서 형용사 총 587

개를 발췌하고 이중 서로 반의어에 해당하는 단

어와 의미가 유사한 단어(예: 크다, 장대하다

거대하다 등)는 각각 대표되는 한 개의 형용사를

선택하였으며 선택한 총 130개의 형용사에 대해

건축학전공 학생 20명에게 “도시경관 및 건축

물을 보고 가장 많이 표현되는 형용사” 20개를

선택토록 하여 30개의 형용사(쌍)을 추출 하였다.

여기서 형용사(쌍) 추출은 여러 방법이 있으나

건축,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형용사구를 설계계획,

건물과 구조, 전체구성, 색, 질감과 형, 비례와

형태, 규모, 일반적 사항으로 구분하고, 소분류

로서는 단순한, 통합된, 38가지로 형성되어 있고,

사회과학 조사방법론에서는 98개의 형용사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수의 결정은 연구자

의 주관적인 것으로 형용사의 선정에 따라 분

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SD법에서는 형용사(쌍)를 통상 20～40쌍 정도로

선정하지만, 30쌍 정도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Table 1. Adjective used for evaluation

순번 형용사 순번 형용사

1 가볍다 - 무겁다 16 인공적이다 - 자연적이다

2 더럽다 - 깨끗하다 17 작다 - 크다

3 멀다 - 가깝다 18 저급스럽다 - 고급스럽다

4 무디다 - 날카롭다 19 정적이다 - 동적이다

5 복잡하다 - 간단하다 20 좁다 - 넓다

6 불연속적이다 - 연속적이다 21 질이나쁘다v질이좋다

7 불편하다 - 편리하다 22 차갑다 - 따뜻하다

8 빈약하다 - 풍부하다 23 초라하다 - 화려하다

9 산만하다 - 침착하다 24 촌스럽다 - 세련되었다

10 서먹서먹하다 - 친근하다 25 추하다 - 아름답다

11 시끄럽다 - 조용하다 26 침체해있다 - 활기차다

12 알기어렵다 - 알기쉽다 27 폐쇄적이다 - 개방적이다

13 어둡다 - 밝다 28 한적하다 - 번화하다

14 오래되었다 - 새롭다 29 획일적이다 - 다양하다

15 위험하다 - 안전하다 30 흩어져있다 - 모여있다

한편 사진촬영은 18mm～55mm DSLR카메라를

사용하였으며 촬영시간은 11시에서 16시까지

촬영하였으며, 촬영한 사진은 건축학전공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농촌마을 전경 30매 (각 마을

5매씩)에 대해 예비설문을 실시하여 중복성이

있는 사진을 제외한 후 마을별 한매씩 선택 하

였으며 각 경관 구성요소별 사진 5매에 대해 예

비 설문을 통해 구성요소별 각 2매의 사진을 선



韓國産業應用學會論文誌 제12권 제4호 (2009. 11)

- 223 -

정하였다. Table 1은 평가에 이용된 형용사 쌍을

나타낸다.

2 조사대상자 및 사례마을 개요

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추출은 사례지역의 지역적 특

성상 해당 지역 이용자를 상대로 경관을 평가 하

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정집단을 상

대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2009년 3월 10일～15일 사이에 김천

시민을 상대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의 개인

속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objective
people

구분 집단 N(%)

성별

남 145(50.3)

여 143(49.7)

계 288(100)

연령

10대 2((0.7)

20대 43(14.9)

30대 93(32.3)

40대 90(31.3)

50대 58(20.1)

60대 이상 2(0.7)

계 288(100)

직업

자영업 45(15.6)

회사, 공무원 60(20.8)

서비스업, 기능직 75(26.0)

학생 57(19.8)

기타 45(15.6)

계 282(100)

학력

초등학교졸 7(2.4)

중학교졸 17(5.9)

고등학교졸 177(61.5)

대학교졸 73(25.3)

계 288(100)

성별은 남녀모두 5%씩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은 30대(32.3%), 40대(31.3%)가 각각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50대가 20.1% 20대

14.9%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은 서비스업 및

기능직인 소위 “blue color층”이 26%로 가장

많고, 다음이 회사, 공무원 등 “white color층”이

20.8%, 학생이 19.8%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서는 고등학교 졸이 61.5%로 가장 많이 차지하

고 있고, 초등교졸(2.4%) 및 중졸(5.9%)은 전체

의 1%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2.2 농촌거주경력 및 선호농촌유형

도시민의 농촌 거주 경력에 관한 조사에서

‘도시에서 태어나 줄곧 도시에 살고 있는 층,

이하 「도시 정류자」라고 함’이 전체의 57.6%로

가장 많고, ‘농촌에서 태어났으나 이후 도시로

이주한 층, 이하「도시전입자」라고 함’이 23.3%,

‘도시에서 태어났으나, 과거 농촌에서 산적이

있는 층, 이하「도시귀환자」라고 함’ 이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rural residence experiences

구 분 빈 도 %

도시에서 태어나 줄 곧 도시에서만 살고 있다 166 57.6

도시에서 태어났으나 과거 농촌에서 산적이 있다. 46 16.0

농촌에서 태어났으나 이후 도시로 이주했다. 67 23.3

무응답 9 3.1

계 288 100

한편, 선호농촌유형을 보면 Table 4와 같이

‘풍부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농촌, 이하 「자

연접촉 선호층」이라고 함’ 이 34.7%로 가장

많고, ‘수려한 풍경이 있는 농촌, 이하「수려한

풍경 선 호층」라고 함’ 이 24.7%, ‘전통적 풍경이

남아있는 농촌, 이하 「전통적 풍경 선호층」이

라고 함’ 이 19.8%, ‘논과 밭이 넓게 펼쳐진 농

촌, 이하「전원풍경 선호층」이라고 함’이

1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식으로 정비

된 농촌, 이하「현대식풍경 선호층」이라고 함’

이 7.3%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연접촉형과 풍경선호층으로 대별해

보면 자연 접촉형보다 풍경선호층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Table 4. The preference by rural types

항목 빈도(N) %

현대식으로 정비된 농촌 21 7.3

논과 밭이 넓게 펼쳐진 농촌 35 12.2

수려한 풍경이 있는 농촌 71 24.7

자연을 접할수 있는 농촌 100 34.7

전통적 풍경이 남아있는 농촌 57 19.8

무응답 4 1.4

계 288 100

이상에서 앞으로 도농 교류의 잠재적 주체라

고 할 수 있는 도시에서 태어나 줄곧 도시에서

살고 있는 「도시정류자」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선호농촌유형은 대부분이 자연 접촉형 보

다 풍경 감상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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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례마을의 환경 및 경관적 특성

사례지역 농촌전통테마마을에 대한 각각의 환

경적 특성 및 경관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 마을전경 환경적,경관적 특성

김천

옛날

솜씨

마을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숙박 및 체험
시설을 갖추어 편리한 이용환경이 조성되어있
으나, 마을의 경관적 특성은 현대식으로 개량된
전형적인 농촌풍경으로 전통적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블록담장에 페인트도장, 저급한 현대식 소재
로 마감된 건물외관이 혼재되어 있어 다소 산
만한 경관으로 보인다. 주변 자연 경관도 다른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경주

옥산

세심

마을

전체적인 마을의 건축적 요소는 김천 옛날솜

씨 마을과 동일하게 현대식으로 개량된 농촌

경관이지만, 옥산서원, 독락당 등 유서 깊은

전통 문화재가 위치해 있고, 마을을 둘러싸

고 있는 산수경관과 문전옥답의 전원경관이

수려한 경관적 특성을 보인다.

안동

참살이

가송마

을

안동 참살이 가송마을은 매우 빼어난 산수경
관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건축적
요소는 현대식 개량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으
나, 전원 속에 산재되어 위치하고 있어 마을의
볼륨감 및 존재감이 다른 마을에 비해 다소 빈
약해 보인다. 마을 입구에 래프팅을 위한 스포
츠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전원적 풍경을 해하
는 요소가 되고 있다.

영덕

나라골

보리

마을

대부분의 농가가 전통 기와지붕과 전통 담장

등, 전통 한옥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분위기의 농촌마을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주위 자연경관과 전원경관은 평범하다.

울진

양떡음

떡

마을

짙은 원색의 양철지붕 및 블록조 담장 등의
근대적 농가가 모여 전형적인 근대 농촌마을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자연환경도 특이
할 것이 없는 극히 평범한 농촌경관이다.

청송

참소슬

마을

현대식으로 개량된 아스팔트슁글지붕 및 원
색의 양철지붕, 전통적 기와지붕 등이 혼재되
어 산만한 마을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마을 주변에 메밀밭이 많아 전원풍경이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수려하다.

Fig. 1. The environmental and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traditional theme villages.

3. 사례마을별 도시민의 행태 및 이미지 분석

본 절에서는 사례지역 각 농촌전통테마마을의

전경 사진을 통해 도시민이 지각하는 행태와 이

미지에 대해 분석한다.

3.1 도시민의 행태분석

농촌마을에 대한 도시민이 지각하는 행태에 대

한 분석으로 ‘휴식을 취하고 싶다.’, ‘한가로이 산

보하고 싶다.’,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싶

다.’ 등 정적, 동적, 적극적 활동과 관련한 3가지의 행

태에 대해 5단계 평정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조금 그렇지 않다:2점, 어느 쪽도 아니다:3점, 조

금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각 마을에 대해 도시민이 지각하는 행태

정도는 Table 5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가로이 산보하고 싶다.’라

고한 동적활동에 대해 욕구가 매우 강하게 나타

난 반면(3.80),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싶다.’ 라고

한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욕구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2.50).

Table 5. The recognizing behavior of city residents

by rural village types

마을형태 평균 김천 경주 안동 영덕 울진 청송

휴식을취하고싶다. 3.67 3.32 3.95 3.82 3.69 3.40 3.81

한가로이산보하고싶다. 3.80 3.65 4.12 3.91 3.69 3.55 3.88

레크리에이션을즐기고싶다. 2.50 2.25 2.52 2.78 2.42 2.48 2.55

이를 각 마을별로 보면 경주의 경우 ‘휴식’(3.95)과

‘산보를 하고 싶다.’(4.12)에서 다른 마을보다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산보의 경우 욕구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싶다.’는 안동과 청송이 다른 마을에 비해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천의 경우는 ‘휴식을 취하고 싶다.'(3.32)

라는 정적활동과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싶다.'(2.25)

의 적극적 활동 모두 다른 마을에 비해 욕구가

낮게 나타났으며, ’산보하고 싶다.‘는 동적활동도

비교적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도시민의 행태에 대해 그린투어리즘

주체로서 농촌거주경력과의 관계와 마을체험유무

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분석을 행하였다.

1)농촌거주경력별 행태

Table 6 각 마을별 농촌거주경력과 형태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Table 6. The behavior by rural residence experience
types

마을 항목 휴식을취하고싶다 산보하고싶다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싶다.

김

천

도시정류자 3.34 3.70 2.32

도시귀환자 3.22 3.37 2.11

도시전입자 3.32 3.63 2.02

경

주

도시정류자 3.99 4.11 2.57

도시귀환자 3.77 3.77 2.55

도시전입자 3.94 4.13 2.37

안

동

도시정류자 3.80 3.93 2.77

도시귀환자 3.89 4.07 2.80

도시전입자 3.90 3.96 2.79

영

덕

도시정류자 3.76 3.76 2.46

도시귀환자 3.63 3.46 2.37

도시전입자 3.62 3.85 2.34

울

진

도시정류자 3.53 3.64 2.56

도시귀환자 3.17 3.57 2.41

도시전입자 3.34 3.38 2.13

청
송

도시정류자 3.93 3.96 2.69

도시귀환자 3.70 3.96 2.30

도시전입자 3.55 3.60 2.38

전
체

도시정류자 3.72 3.86 2.56

도시귀환자 3.56 3.70 2.50

도시전입자 2.62 3.85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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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마을전체의 평균에서 ⌜도시정류자⌟의
경우 ‘휴식’(3.72), ‘산보’(3.86), ‘레크리에이션’(2.56)의

모든 행태에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귀환자」는 ‘휴식’ 및 ‘산보’에서 가장 욕

구가 약하고 「도시전입자」는 ‘레크리에이션’에

서 욕구가 약하게 나타났다.

이를 마을별로 보면 김천 및 청송의 경우

「도시정류자」가 ‘휴식’, ‘산보’, ‘레크리에이션’등

모든 활동에서 강한 욕구를 보이고 있으며, 행태

별로는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싶다‘라고한 적극

적 활동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에서 「도시정류

자」가 다른 계층에 비해 비교적 활동욕구가 강함

을 보이고 있다.

2)마을체험유무별 행태

한편 마을체험유무별 행태와의 관계는 Table 7과 같

이 전체적으로는 ‘휴식’ 및 ‘산보’의 경우 ‘마을에

간적이 있는 체험자’가 욕구가 강한반면 ‘레크리

에이션’을 즐기고 싶다는 간적이 없는 자가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마을별로 보면 대부분

전체결과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김천의

경우는 ‘휴식’및 ‘산보’와 ‘레크리에이션’, ‘활동’ 모

두에 대해 마을체험자가 비체험자에 비해 강한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이하게 나타났다.

Table 7. The behavior by village experience types

마을 항목 휴식을취하고싶다 산보하고싶다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싶다.

김
천

간 적이 있다 3.36 3.67 2.30

간 적이 없다 2.96 3.26 2.19

경
주

간 적이 있다 3.94 4.14 2.51

간 적이 없다 4.02 4.02 2.65

안
동

간 적이 있다 3.88 3.98 2.70

간 적이 없다 3.58 3.73 2.76

영
덕

간 적이 있다 3.89 3.91 2.27

간 적이 없다 3.49 3.45 2.50

울
진

간 적이 있다 3.45 3.59 2.44

간 적이 없다 3.24 3.47 2.54

청
송

간 적이 있다 3.78 3.84 2.55

간 적이 없다 3.83 3.90 2.62

전
체

간 적이 있다 3.71 3.85 2.46

간 적이 없다 3.52 3.63 2.54

3.2 도시민의 이미지평가

앞서 추출한 30개의 형용사(쌍)에 대해 5단계

평정척도(예: 매우 가볍다:1점, 조금 가볍다:2점,

어느 쪽도 아니다:3점, 조금 무겁다:4점, 매우 무

겁다:5점)를 이용하여 평가를 행하였다. 여기서

이미지 분석은 각 마을의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각 마을의 이미지 값을 통합하여 전체마을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값을 만들어 인자분석을

행하였다. Table 8은 전체마을에 대한 인자분석

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8. The factor analysis

평 가 항 목

제1인

자

제2인

자

제3인

자

제4인

자

제5인

자

제6인

자

(격조성

)

(참신성

)

(규모성

)

(인지성

)

(편리성

)

(다양성

)

더럽다----------깨끗하다 .751 -.146 -.006 .185 .060 -.043

추하다----------아름답다 .747 .251 .138 -.041 .056 .006

시끄럽다--------조용하다 .720 -.401 .006 -.017 .116 -.050

질이나쁘다-------질이좋다 .720 .147 .156 -.126 .237 .129

인공적이다-----자연적이다 .717 -.115 .073 -.241 -.025 -.189

산만하다--------침착하다 .670 -.249 .101 .015 .221 -.182

차갑다----------따뜻하다 .660 .138 .229 .325 .003 -.147

서먹서먹하다-----친근하다 .643 -.039 .312 .250 .069 -.183

어둡다-------------밝다 .642 .044 .221 .405 .032 -.010

위험하다--------안전하다 .639 .049 -.001 .241 .156 -.104

빈약하다--------풍부하다 .432 .356 .404 .172 .084 .324

촌스럽다--------세련되었다 .112 .751 .042 -.076 .130 .141

오래되었다--------새롭다 -.035 .718 .051 .109 .116 .246

복잡하다--------간단하다 -.077 .675 .268 .058 -.220 -.042

한적하다--------번화하다 -.346 .667 .170 .116 -.022 -.098

초라하다--------화려하다 .395 .531 .306 .015 .027 .103

무디다---------날카롭다 -.138 .510 -.030 .164 -.033 -.060

저급스럽다-----고급스럽다 .407 .482 .279 -.212 .196 .251

좁다---------------넓다 .279 .093 .798 .052 .082 .036

작다---------------크다 .045 .115 .763 -.045 .188 .202

폐쇄적이다-----개방적이다 .262 .416 .509 .268 .023 -.004

정적이다--------동적이다 -.202 .485 .500 -.008 -.104 -.148

침체해있다------․활기차

다
.403 .456 .487 -.067 -.073 -.189

흩어져있다------모여있다 .173 .019 .364 .217 .319 .090

멀다-------------가깝다 .105 .291 .054 .715 -.060 .152

알기어렵다-----알기쉽다 .450 -.149 .027 .481 .401 -.215

불연속적이다--연속적이다 .161 -.019 .151 -.104 .792 -.139

불편하다-------편리하다 .164 .441 .112 .348 .507 .117

가볍다----------무겁다 -.209 -.016 .121 .052 -.012 .700

획일적이다-----다양하다 .361 -.231 -.015 -.031 .311 -.523

먼저 제1인자는 ‘더럽다-깨끗하다’, ‘추하다-아름

답다’, ‘시끄럽다-조용하다’, ‘질이좋다-질이 나쁘

다’를 나타내는 항목의 인자부하량이 크므로 이는

그 마을의 「격조성」을 나타내는 인자로 볼 수

있으며, 제 2인자는 ‘촌스럽다-세련되었다’, ‘오래

되었다-새롭다’, ‘복잡하다-간단하다’, ‘한적하다-

번화하다’ 등의 항목에 인자부하량이 크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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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성」을 나타내는 인자로 볼 수 있다. 제 3

인자는 ‘좁다-넓다’, ‘작다-크다’등에 인자 부하량

이 크기 때문에 「규모성」을 나타내는 인자로

볼 수 있으며, 제4인자는 ‘멀다-가깝다’, ‘알기어

렵다-알기쉽다’에 대해 인자 값이 큼으로 인지성

을 나타내는 인자로 볼 수 있다. 또한 제 5인자

는 ‘불연속적이다-연속적이다’, ‘불편하다-편리하

다’에 인자 값이 크므로 이는 「편리성」을, 제 6

인자는 ‘가볍다-무겁다’, ‘획일적이다-다양하다’에 인자

부하량이 크므로 이는 「다양성」을 나타내는 인

자로 명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마을에 대한 인자는 「격조성」

「참신성」「규모성」「인지성」「편리성」「다양성」

등 6개의 인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각 마을별 이미지평가를 비교하여보면 다

음과 같다.

Table 9. The evaluation of images by rural village types

마을
이미지인자 평균 김천 경주 안동 영덕 울진 청송

1인자 (격조성) 3.61 3.45 3.69 3.56 3.45 3.37 3.37

2인자 (현대성) 2.85 2.41 2.73 2.62 2.59 2.66 2.66

3인자 (규모성) 3.13 2.93 3.06 3.06 2.71 3.01 3.01

4인자 (인지성) 3.31 2.42 3.13 2.79 2.93 3.12 3.12

5인자 (편리성) 3.09 2.89 3.20 2.84 2.81 2.86 2.86

6인자 (다양성) 3.04 3.35 3.30 3.33 3.31 3.02 3.02

먼저 이미지 평가에서 추출한 인자를 보면

⌜격조성⌟과 ⌜다양성⌟에 관한 이미지는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참신성⌟ 및 ⌜편리성⌟에
관한 이미지는 저평가 되고 있다.(Table 9)

이를 각 마을별로 보면 경주와 청송은 대부분의

인자에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는 반면 김천과

영덕의 경우 다른 마을에 비해 다양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자에서 저평가되고 있다.

여기에서 농촌거주경력 및 농촌선호풍경유형, 마을

체험유형별 이미지평가에 대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농촌거주경력별 이미지

전체적으로는 농촌에 태어났으나 이후 도시로

이주한 ⌜도시정류자⌟의 경우 ‘다양성’에 대해서

고평가되고 있으며 ⌜격조성⌟,⌜참신성⌟에 대

해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고 ⌜도시전입자⌟는
다양성을 제외한 모든 인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

다.

이를 마을별로 보면 각 마을이 서로 다른 패

턴을 보이고 있으며 안동 및 영덕의 경우 ⌜도

시정류자⌟가 ‘격조성’, ‘참신성’ 등 여러 인자에

대한 이미지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김천 및 경

주는 도시전입자가 여러 인자에서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중 특히 김천은 전체의 평가 구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Table 10. The evaluation of images by rural resident

experience types

마을 항 목
제1인자 제2인자 제3인자 제4인자 제5인자 제6인자

(격조성) (참신성) (규모성) (인지성) (편리성) (다양성)

김

천

도시정류자 3.44 2.40 2.94 1.99 2.78 3.40

도시귀환자 3.29 2.38 2.75 2.45 2.89 3.21

도시전입자 3.60 2.51 2.95 3.55 3.10 3.33

경

주

도시정류자 3.63 2.51 2.94 3.55 3.10 3.33

도시귀환자 3.74 2.66 3.02 3.29 3.11 3.24

도시전입자 3.81 2.75 3.00 3.24 3.30 3.36

안

동

도시정류자 3.68 2.73 3.06 3.12 3.18 3.30

도시귀환자 3.57 2.61 3.13 2.61 2.82 3.33

도시전입자 3.65 2.66 3.14 2.89 3.35 3.62

영

덕

도시정류자 3.65 2.66 3.14 2.91 2.89 3.35

도시귀환자 3.34 2.60 2.62 2.98 2.86 3.36

도시전입자 3.62 2.59 2.72 3.02 2.76 3.40

울

진

도시정류자 3.62 2.59 2.72 3.02 2.76 3.40

도시귀환자 3.30 2.68 3.04 3.15 2.63 2.90

도시전입자 3.45 2.59 2.95 3.26 3.00 2.96

청

송

도시정류자 3.45 2.59 2.95 3.26 3.00 2.96

도시귀환자 3.64 2.86 3.06 3.38 3.13 3.22

도시전입자 3.58 2.92 3.03 3.38 3.02 2.99

전

체

도시정류자 3.48 2.58 2.90 2.97 2.95 3.29

도시귀환자 3.57 2.63 2.93 2.97 2.90 3.21

도시전입자 3.61 2.67 2.96 3.22 3.08 3.25

2)농촌선호경향별 이미지

현대적 풍경선호 층은 ‘편리성’ 및 ‘다양성’에 대한

이미지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마을별로 보면

김천의 경우는 전통적 풍경선호층이 ‘격조성’, ‘참신

성’, ‘편리성’, ‘다양성’에 대한 이미지 평가가 높고,

경주 및 청송은 전원풍경 선호층이 ‘참신성’, ‘규모

성’, ‘인지성’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평가가 높고, 경주 및 청송은 전원 풍경 선호

층이 ‘참신성’, ‘규모성’, ‘인지성’에 대한 평가가 높

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3)마을체험유무별 이미지

전체적으로는 마을에 간적이 있는 마을체험자의

경우 ‘격조성’, ‘규모성’, ‘인지성’에 대한 이미지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참신성’ 및 ‘편리성’, ‘다양

성’에 대한 이미지는 간적이 없는 계층이 높게

인식하고 있다. 마을별로는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격조성’에 있어서는 청송의 경우

미체험자가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참신성’에 대한

이미지는 울진의 경우 마을체험자가 높게 인식하

고 있다. 김천의 경우 농촌마을체험자가 ‘편리성’

에 관한 이미지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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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Table 12).

Table 11. The evaluation of images by rural preference

types

마을 집 단
제1인자 제2인자 제3인자 제4인자 제5인자 제6인자

(격조성) (참신성) (규모성) (인지성) (편리성) (다양성)

김

천

현대식농촌선호층 3.48 2.54 2.91 2.59 2.91 3.21

전원농촌선호층 3.45 2.50 3.08 2.21 3.05 3.20

산수농촌선호층 3.36 2.30 2.87 2.48 2.83 3.32

전통농촌선호층 3.59 2.54 3.00 2.46 3.09 3.35

경

주

현대식농촌선호층 3.57 2.66 2.95 2.97 3.11 3.57

전원농촌선호층 3.65 2.75 3.30 3.28 3.18 3.21

산수농촌선호층 3.75 2.69 3.06 3.12 3.24 3.33

전통농촌선호층 3.67 2.70 3.01 3.14 3.28 3.37

안

동

현대식농촌선호층 3.40 2.49 2.99 2.54 2.73 3.47

전원농촌선호층 3.50 2.74 3.04 2.97 2.87 3.18

산수농촌선호층 3.53 2.63 3.11 2.76 2.85 3.39

전통농촌선호층 3.72 2.55 3.12 2.85 2.94 3.44

영

덕

현대식농촌선호층 3.54 2.57 2.66 2.69 2.85 3.47

전원농촌선호층 3.48 2.71 2.78 3.07 2.92 3.04

산수농촌선호층 3.41 2.63 2.71 3.06 2.80 3.41

전통농촌선호층 3.59 2.55 2.80 2.89 2.86 3.53

울

진

현대식농촌선호층 3.29 2.69 2.96 2.85 3.07 3.11

전원농촌선호층 3.27 2.82 3.01 3.11 2.85 3.01

산수농촌선호층 3.36 2.56 3.01 3.20 2.90 2.94

전통농촌선호층 3.53 2.69 3.15 3.14 2.96 2.96

청

송

현대식농촌선호층 3.41 2.87 3.00 3.28 3.02 3.12

전원농촌선호층 3.56 2.86 3.15 3.31 3.18 3.05

산수농촌선호층 3.57 2.79 3.10 3.28 3.00 3.03

전통농촌선호층 3.62 2.78 3.13 3.22 3.11 3.06

전

체

현대식농촌선호층 3.44 2.63 2.91 2.82 3.04 3.32

전원농촌선호층 3.48 2.73 3.06 2.99 3.00 3.11

산수농촌선호층 3.49 2.60 2.97 2.98 2.94 3.23

전통농촌선호층 3.62 2.63 3.03 2.95 2.93 3.28

Table 12. The evaluation of images by village

experience types

마

을
집 단

제1인자 제2인자 제3인자 제4인자 제5인자 제6인자

(격조성) (참신성) (규모성) (인지성) (편리성) (다양성)

김

천

간적이있다 3.47 2.38 2.95 2.22 2.90 3.36

간 적이없다 3.29 2.40 2.89 2.02 2.85 3.48

경

주

간적이있다 3.71 2.68 3.06 3.08 3.13 3.29

간 적이없다 3.56 2.80 3.02 3.06 3.30 3.34

안

동

간적이있다 3.61 2.60 3.10 2.84 2.88 3.37

간적이없다 3.45 2.64 2.95 2.66 2.78 3.29

영

덕

간적이있다 3.52 2.54 2.72 3.02 2.80 3.33

간적이없다 3.36 2.59 2.67 2.75 2.74 3.30

울

진

간적이있다 3.36 2.68 3.04 3.17 2.82 3.00

간 적이없다 3.33 2.62 2.98 2.93 2.93 3.19

청

송

간적이있다 3.59 2.86 3.08 3.33 3.05 3.01

간 적이없다 3.61 2.84 3.14 3.20 3.08 3.11

전

체

간적이있다 3.54 2.62 2.99 2.94 2.93 3.22

간 적이없다 3.43 2.64 2.94 2.77 2.94 3.28

이상의 분석에서 김천에 농촌전통테마마을로서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도시민이 느끼는 행태에

대한 욕구도는 낮고, 이미지평가에서도 다양성을

제외한 모든 인자에서 다른 마을에 비해 저평가

되고 있어, 앞으로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마을의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관계획이 주요과제로 여겨진다.

3.3 행태와 이미지평가와의 상관분석

마을 전체에 대한 형태 및 이미지평가와의 상

관관계를 보면(Table 13), 유의수준 0.01에서 ‘휴

식을 취하고 싶다’와 ‘한가로이 산보하고 싶다’는

이미지의 ‘격조성’ 및 ‘규모성’과 상관이 있고, ‘레

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싶다는 ‘참신성’과 ‘규모성’

과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모

성’에 대한 이미지 평가가 높으면 ‘휴식’ 및 ‘산

보’와 ‘레크리에이션’활동 등 모든 행태에 있어

서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이미지와 규모적인

측면에서 적정공간 이미지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읽을 수 있다.

Table 13.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behavior and Image evaluation

마

을
집 단

제1인자 제2인자 제3인자 제4인자 제5인자 제6인자

(격조성)(참신성)(규모성)(인지성)(편리성)(다양성)

김

천

휴식을취하고싶다 .2 5 4
* *
.0 7 6 .2 1 5

* *
.0 6 3 .1 8 6

* *
- .0 1 5

한가로이산보하고싶다 .3 2 * * .0 2 4 .2 5 0 * * .0 8 7 .1 6 5 * * .0 1 8

레크레이션을즐기고싶다 .1 2 8 * .1 6 2 * * .2 1 6 * * - .0 8 8 .0 5 1 - .0 2 2

경

주

휴식을취하고싶다 .3 2 2 * * .0 9 2 .1 5 7 * * .2 8 9 * * .0 9 3 .0 1 0

한가로이산보하고싶다 .3 4 9 * * .1 1 5 .2 3 3 * * .1 4 9 * .0 7 6 - .0 2 8

레크레이션을즐기고싶다 .1 2 7 * .2 3 8 * * .2 2 5 * * .0 3 7 .1 2 8 * - .163 **

안

동

휴식을취하고싶다 .5 2 0 * * .1 8 7 * * .2 9 5 * * .2 5 3 * * .1 4 3 * - .0 7 6

한가로이산보하고싶다 .4 8 4
* *
.1 7 7

* *
.2 2 4

* *
.2 0 8

* *
.1 1 0 - .0 8 2

레크레이션을즐기고싶다 .1 1 7
*
.3 1 9

* *
.2 9 0

* *
.0 0 6 .1 4 2

* *
.0 3 2

영

덕

휴식을취하고싶다 .5 5 0 * * .1 4 6 * .1 9 8 * * .3 3 9 * * .3 0 3 * * - .0 2 9

한가로이산보하고싶다 .4 8 5 * * .1 9 2 * * .2 0 7 * * .2 5 6 * * .2 7 8 * * .0 3 1

레크레이션을즐기고싶다 .1 1 1 .3 0 6 * * .2 0 3 * * .0 2 7 .1 9 6 * * - .1 2 9 *

울

진

휴식을취하고싶다 .5 0 4 * * - .0 0 9 .2 5 9 * * .2 7 7 * * .1 6 8 * * .0 5 1

한가로이산보하고싶다 .4 2 4 * * .0 1 8 .1 3 9 * .2 2 1 * .1 3 4 * - .0 3 1

레크레이션을즐기고싶다 .2 3 0 * * .1 9 0 * * .1 7 2 * * .1 6 0 * * .0 2 0 .1 1 8 *

청

송

휴식을취하고싶다 .4 7 1
* *
.0 6 6 .2 9 0

* *
.2 1 4

* *
.2 2 9

* *
- .0 9 6

한가로이산보하고싶다 .4 7 4
* *
- .0 2 5 .2 7 8

* *
.2 5 5

* *
.1 7 0

* *
- .0 2 0

레크레이션을즐기고싶다 .1 5 5 * * .1 4 0 * .2 0 9 * * .0 8 5 .2 1 1 * * .0 5 2

전

체

휴식을취하고싶다 .4 4 5 * * - .0 2 1 .2 2 7 * * .0 7 0 .0 4 2 - .0 2 1

한가로이산보하고싶다 .4 3 7 * * - .0 7 0 .1 8 2 * * - .0 3 6 - .0 4 9 .0 3 6

레크레이션을즐기고싶다 - .0 1 4 .2 3 5 * * .2 2 2 * * - .0 3 2 .0 3 4 .0 2 4

* p<.05 , **p<.01, ***p<.001

이를 마을별로 보면 대부분의 마을에서 형태와

이미지와의 상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김천 및 경주의 경우 ‘격조성’과 ‘규모성’이

행태모두와 상관이 있어, 이들 요소 각각이 이미지

평가가 높으면, ‘휴식’, ‘산보’, ‘레크리에이션’등 모

든 행태에 대해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안동은

‘격조성’, ‘참신성’, '규모성‘ 각각의 인자에 대한

이미지가 높으면 모든 행태에 대한 욕구가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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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마을별 행태와 이미지와의 상관관계

로부터 다양한 행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상관이 높은 이미지인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

으며, 이러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관관리가 주

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4. 결 론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전통테마마을에 대한 도시민이 지각

하는 행태는 ‘휴식을 취하고 싶다’라고 한 정적

행위와 ‘산보하고 싶다’라고 한 동적행위에 대

한 욕구는 강하나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싶

다’라고 한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욕구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마을 중 전통테마마

을운영이 비교적 활발한 경주와 김천에 대해서

살펴보면 경주의 경우 모든 행태에 대해 욕구

가 강한 반면, 김천은 다른 마을에 비해 모든

행태에서 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미지 평가를 위한 인자분석에서 6개의 인자

가 추출되었으며 이중 ⌜격조성⌟과 ⌜다양성⌟
에 관한 이미지는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참
신성⌟및 ⌜편리성⌟에 관한 이미지는 저평가

되고 있다. 경주는 대부분 인자에서 높게 평가

되고 있는 반면, 김천의 경우 다른 마을에 비해

⌜다양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자에서 저평

가 되고 있다.

3) 마을별 이미지평가와 행태분석과의 관계를 보

면, 마을의 이미지가 높게 평가되면 각 행태에

대한 욕구도 강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태

와 이미지와의 상관관계에서 모든 마을은 이미

지의⌜규모성⌟이 ‘휴식’ 및 ‘산보’, ‘레크레이션’

등 모든 행태와 정적(正的)인 상관을 보임으로

⌜규모성⌟에 대한 이미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모든 행태에 대한 욕구도 강해짐을 보여준다.

특히 김천과 경주에 주목하면 이들은⌜규모성⌟
외에 ⌜격조성⌟이 행태와 상관을 보임으로 각

행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마을의

⌜규모성⌟및 ⌜격조성⌟에 관한 이미지를 제

고시켜주는 것이 주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4) 행태와 이미지평가와 관련해서 금후 도농교류

의 잠재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에서 태어

나서 줄곧 도시에서 살고 있는 ⌜도시정류자⌟

에 주목하면, 도시정류자가 다른 계층에 비해

모든 행태에서 적극적이지만 이미지 평가에서

⌜격조성⌟ 및 ⌜참신성⌟에 대해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농촌마을을 보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도농교류 활성화

측면에서 우선적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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