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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전통 테마마을의 경관구성요소에 대한 도시주민의 이미지평가

Evaluation of the City Residents' Images on the Landscape

Elements of the Rural Traditional Theme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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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ages of city residents on the landscape elements of the

rural theme villages. The results of analysis bring the following conclusions. 1)

Important factor of rural landscape with worth preserving is natural landscape such

as dense forests, trees and creek. 2) Natural landscape such as forests and trees is

evaluated high in image-assessment as well. However, it is evaluated low in the

image of "Diversity", therefore, various species of trees need to be preserved. 3) In

the future, people who spent their life only in the city would be the main stream of

Green-tourism, and their structure of image-assessment needs to be reorg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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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최근 친화경적인 녹색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을 배경으로 한 농촌

지역의 경관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

며 공익적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관법”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 등의 재정 등을 통해 농촌경관에 대한

계획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농촌은 농촌개발로 인한 비농

업적, 이질적 시설도입에 의해 전형적인 농촌경

관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특히 무분별한 주택

개량사업과 개인의 성향에 따른 축사, 창고 등

다양한 건축행위에 의해 농촌경관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경관은

경제적 가치, 이용수요 등의 측면에서 도시경관

과 자연경관에 밀려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문적 연구실적 또한 미흡한 형편이다.

따라서 우수한 농촌경관을 보존하고 훼손된

농촌경관을 복원하여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켜

농촌사회의 경제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경관

관리 및 정비가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토경관계

획”, “경관형성”, “지방자치 조례” 등에서 체계

적이고 지속적인 농촌경관정책을 수립하여 이

에 대한 문제를 조정 해결하고 있다.

학문적 연구의 성과로서는 외국의 경우, 일찍

이 경관에 도입되는 시설의 영향 파악을 시도

한 제이콥스와 웨이(Jacobs & Way, 1968)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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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산림경관의 지각 이미지에 대한 분석

(Anderson,1978) 등 경관연구에 많은 업적을 보

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농촌경관을 전체적으

로 보는 시각적 분석(이순혁, 1977)을 비롯한

농촌경관에 대한 행태변화 연구(김농오, 1992)

와 농촌경관 도입요소의 경관평가(서주환 외,

2002) 및 경관 지각연구(조연희, 2004), 농촌경

관 선호도평가(안동만, 2005) 등 다양한 연구실

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촌경관 평가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농촌경관의 경제적 가치평가 및

시각적 선호도 조사, 이미지평가 등에 대해 많

은 업적을 보이고 있으나 농촌의 전통적 경관

요소에 대한 이미지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

히 농촌경관은 각 요소별 경관적 특성을 가지

고 있으며 지역이미지는 이들의 경관요소에 의

해 창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북의 농촌전통테마

마을을 대상으로 각 마을별 경관구성요소에 대

해 도시민이 지각하는 이미지구조에 대하여 분

석하여 구성요소별 평가구조를 규명함으로서

금후 농촌전통 테마마을의 경관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북지역 농촌전통 테

마마을 6곳(김천 옛날솜씨마을, 경주 옥산세심

마을, 안동 참살이가송마을, 영덕 나라골보리마

을, 울진 양떡음떡마을, 청송 참소슬마을)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2008년 10월 10일부터

12월까지 6개 마을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경관 이미지분석의 평가

방법으로 S.D(Semantic Differential Method)

법을 사용하고 추출한 30개 형용사 쌍(反義語)

에 대해 5단계의 평정척도를 이용하였다.

추출한 30쌍의 형용사는 초등학생용 사전 (연

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 “연세초등국어

사전”, 동아출판사, 2002)에서 형용사 총 587개

를 발췌하고 이중 서로 반의어에 해당하는 단

어와 의미가 유사한 단어(예: 크다, 장대하다 거

대하다 등)는 각각 대표되는 한 개의 형용사를

선택하였으며 선택한 총 130개의 형용사에 대

해 건축학전공 학생 20명에게 “도시경관 및 건

축물을 보고 가장 많이 표현되는 형용사” 20개

를 선택토록 하여 30개의 형용사(쌍)을 추출 하

였다.(Table 1)

여기서 형용사(쌍) 추출은 여러 방법이 있으

나 건축,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형용사구를 설계

계획, 건물과 구조, 전체구성, 색, 질감과 형, 비

례와 형태, 규모, 일반적 사항으로 구분하고, 소

분류로서는 단순한, 통합된, 38가지로 형성되어

있고, 사회과학 조사방법론에서는 98개의 형용

사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수의 결정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것으로 형용사의 선정에 따

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

으나, SD법에서는 형용사(쌍)을 통상 20～40쌍

정도로 선정하지만, 30쌍 정도를 표준으로 사용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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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LR카메라

를 사용하였으며 촬영시간은 11시에서 16시까

지 촬영하였으며, 각 마을별 촬영한 경관 구성

요소 중 요소별 각각 5매를 선정하였으며, 5매

에 대해 건축학전공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

비 설문을 통해 구성요소별 각 2매의 사진을

선정하였다. Table 1은 평가에 이용된 형용사

쌍을 나타낸다.

2. 조사대상자의 특성

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 선정은 사례지역의 지역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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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당지역 이용자를 상대로 경관을 평가하기

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정집단을 상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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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5할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은 30대(32.3%), 40대

(31.3%)가 각각 3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50

대가 20.1% 20대 14.9%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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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이 61.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초등교졸(2.4%) 및

중졸(5.9%)은 전체의 1할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2.2 농촌 거주경력

조사대상자의 농촌 거주경력에 관한 조사에

서(Table 3) ‘도시에서 태어나 줄 곧 도시에 살

고 있는 층, 이하 「도시 정류자」라고 함’이

전체의 57.6%로 가장 많고, ‘농촌에서 태어났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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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도시에서 태어나 줄 곧 도시에서 살

고 있는 「도시정류자」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

으며 장한섭 외(2009)는 「도시정류자」가 농

촌전통 테마마을을 찾는 그린투어리즘의 주체

로서 이들의 농촌경관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3. 경관구성요소별 이미지 평가

3.1 보전해야 할 경관요소

먼저 농촌의 여러 경관요소들에 대해 주요한

경관이나 보전하여야할 경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여러경관 요소에 대한 다중응답(2개 선택)

을 얻은 결과, Table 4와 같이 ‘개울물, 산’등

자연경관(48.1%)이 가장 많고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다음이 ‘울창한 숲과 나무’(37.5%), ‘전통

적인 마을길’(22.8%), ‘논과 밭이 펼쳐진 전

원’(21.1%), ‘전통적 형태의 농가’(18.2%)의 순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울물, 산, 숲과 나무 등

자연적 경관이 보전되어야할 주요한 경관요소

로 나타났다.

Table 4. Conservation landscape elements

항목 빈도(N) %

전통적인 마을길 65 22.8

전통 담장, 대문 34 11.9

논과 밭이 펼쳐진 전원 63 22.1

전통적 형태의 농가 52 18.2

울창한 숲과 나무 107 37.5

정자, 원두막 59 20.7

개울물, 산 등 자연경관 137 48.1

빨래터, 우물 등 공동시설물 14 4.9

마을을 수호하는 것들
(서낭당, 장승 등) 32 11.2

계 563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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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통적인 담장, 대문(11.9%)과 서낭

당, 장승 등 마을수호 시설물(11..2%), 빨래터,

우물 등 공동시설(4.9%)은 보전가치가 적은 경

관요소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이들 경관요소중 비교적 주요하게

생각하는 6개의 요소(마을길, 담장대문, 논밭,

농가주택, 숲 나무, 개울물)에 대해 이미지평가

를 실시하였다.

3.2 경관구성요소별 이미지평가

먼저 각 경관요소에 대한 경관특성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Various landscape elements of the rural

traditional theme village

경관 이미지 경관적 특성

마

을

길

마을길은 대부문 콘크리트

및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

고, 농기계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직선화

및 로폭을 넓힌 경우가 많

다.

담장,

대문

일반적으로 값싼 소재인 시

멘트 블록조 담장이 많으나,

마을환경개선사업에 의해

사진과 같은 일부 전통적인

흙담이나 전통대문이 설치

된 곳도 있다.

논,

밭

벼가 심겨진 넓은 논의 풍

경이 주를 이루고 있다.

농가

주택

슬래트지붕 또는 양철지붕

과 블록조 벽체 등, 값싼 현

대식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

농가가 많다.

숲,

나무

마을 주위에 소나무 또는

잡목림으로 구성된 이차림

이 보존되어 있다.

개

울

물

마을주위에 위치한 하천은

천변 정리사업이나 홍수 방

지용 둑 등의 시설물이 설

치된 곳이 많다.

6개의 경관요소에 대한 이미지 분석은 Fig. 1

과 같이 각 구성요소별 다양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중 논, 밭과 숲, 나무 등 자연경관은 대

체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더럽다-깨끗

하다’, ‘불연속적이다-연속적이다’. ‘인공적이다-

자연적이다’, ‘작다-크다’, ‘좁다-넓다’ 등 쾌적성

및 자연성과 규모에 관한 내용에 대해 높이 평

가되고 있으나, ‘오래되었다-새롭다’, ‘획일적이

다-다양하다’등 다양성에 대해서는 저평가되고

있다. 농가주택의 경우 많은 다른 요소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더럽다-깨끗하다’,

‘불편하다-편리하다’, ‘오래되었다-새롭다’등 주

로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경관요소에 대해 매

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한편, 30개의 형용사(쌍)에 대해 인자분석을

행한 결과, 각 경관요소별 6개의 인자가 추출되

었으며 각 경관요소에 대한 인자별 평균값을

구하면 Table 6과 같다.

Fig. 1. Average of image by landscape elements.

먼저 마을길의 경우 다른 요소에 비해 이미

지평가가 낮은 편이며 이중 ‘격조성’, ‘다양성’에

대한 이미지평가가 다른 인자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규모성’, ‘자연성’ 등에 대한

평가는 낮게 인식되고 있으며 담장, 대문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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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verage of image by landscape
elements(by factor analysis)

경관
요소 인자 N 평균

값
표준
편차

마을

길

제1인자(격조성) 283 3.26 .563

제2인자(다양성) 286 3.30 .447

제3인자(규모성) 283 2.84 .652

제4인자(편리성) 286 3.02 .597

제5인자(개방성) 286 2.99 .521

제6인자(자연성) 284 2.82 .512

담장,

대문

제1인자(격조성) 285 3.27 .611

제2인자(친근성) 282 3.64 .552

제3인자(다양성) 283 3.62 .644

제4인자(개방성) 285 2.71 .712

제5인자(규모성) 285 3.21 .707

제6인자(참신성) 285 2.90 .492

논,밭

제1인자(규모성) 284 4.16 .640

제2인자(개방성) 284 3.79 .737

제3인자(인지성) 284 3.92 .700

제4인자(다양성) 285 2.27 .912

제5인자(격조성) 284 3.04 .607

제6인자(편리성) 285 2.65 .719

농가

주택

제1인자(격조성) 283 2.19 .607

제2인자(인지성) 283 2.77 .682

제3인자(다양성) 283 2.34 .604

제4인자(편리성) 284 2.29 .637

제5인자(자연성) 285 3.04 .905

제6인자(집중성) 285 3.18 .813

숲,

나무

제1인자(규모성) 283 3.97 .631

제2인자(인지성) 284 3.45 .603

제3인자(다양성) 284 2.91 .719

제4인자(격조성) 285 3.14 .663

제5인자(형태성) 285 3.10 .601

제6인자(집중성) 285 3.53 .152

개울

물

제1인자(편리성) 282 3.46 .558

제2인자(활동성) 284 3.78 .757

제3인자(격조성) 284 3.20 .626

제4인자(규모성) 284 3.42 .718

제5인자(형태성) 283 2.85 .633

제6인자(집중성) 285 3.57 .771

근성’, ‘다양성’ 등에 대한 이미지평가가 높은 반

면, ‘개방성’에 대한 이미지평가는 낮게 나타났

다. 논, 밭의 경우 ‘규모성’에 대한 이미지는 매

우 높게 나타났으며 ‘인자성’ 및 ‘개방성’에 대해

서도 높게 나타났으나, ‘다양성’에 대해서는 매

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고, 농가주택은 다른 경

관요소에 비해 대체로 이미지평가가 낮은 편이

며 특히 ‘격조성’, ‘편리성’, ‘다양성’ 등에 대해

저평가 되고 있다. 숲, 나무의 경우는 ‘규모성’과

‘인지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다

양성’에 대한 이미지평가는 낮게 나타났으며,

개울물의 경우는 ‘활동성’ 및 ‘편리성’, ‘규모성’

등은 높게 인식되고 있으나 ‘형태성’의 경우는

낮게 인식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마을길과 담장, 대문 등은

‘자연성’과 ‘개방성’에 대한 이미지평가가 낮아

가급적 지역산물을 활용한 재료의 사용과 농가

주택의 경우는 ‘격조성’ 및 ‘편리성’ 등 생활의

질을 상징하는 이미지평가가 매우 낮아 생활의

질 향상과 결부된 이미지개선이 강구되어야 함

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앞서 주요한 경관구성요소로 제기된 숲,

나무 등 자연경관요소의 경우, ‘다양성’에 대해

저평가 되고 있어 이미지재고를 위해 다양한

수종의 보전 등을 통한 경관이미지 정비가 주

요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3.3 농촌 거주력별 경관구성요소 이미지평가

여기서는 도시주민 중 도시에서 태어나 줄

곧 도시에서 살고 있는「도시정류자」가 금후

농촌전통 테마마을을 찾는 그린투어리즘의 주

체로 나타난 바, (장한섭 외,2009) 도시주민의

농촌거주력에 주목하여 경관구성요소별 이미지

평가를 행하였다.(Table 7)

먼저 마을길의 경우, 농촌 거주력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규모성’, ‘자

연성’에 대해 낮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도시

정류자」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격조성’ 및 ‘자

연성’에 대한 이미지가 다소 낮게 평가되고 있

으며, 농가주택의 경우,「도시전입자」의 평가

가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계층에서 ‘격조성’과

‘편리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도시정류

자」의 경우 ‘격조성’ 및 ‘편리성’에 대한 이미지

평가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숲, 나무 등 자연적 요소는 모든 계층에서 이

미지평가가 낮고,「도시정류자」의 경우 ‘다양

성’에 대해 특히 낮게 인식되고 있다. 개울물

경우는 각 계층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

나 전체적으로는 ‘격조성’ 및 ‘형태성’에 대해 낮

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도시정류자」의 경

우 ‘격조성’에 대한 이미지평가가 다른 계층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농촌 거주력별 경관요소의 이미지

평가 구조는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

으나,「도시정류자」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다소 상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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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자」가 앞으로 농촌 그린투어리즘의 주체

임을 감안하면, ‘격조성’ 및 ‘다양성’에 대한 이

미지평가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으로부터 농촌

의 경관 구성요소에 격을 높이고 자연경관요소

에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주요한 농촌

경관 정비과제임을 알 수 있다.

Table 7. Average of landscape elements image by

residence recorde

<도시정류자> <도시귀환자> <도시전입자>

마

을

길

Ⅰ격조성 Ⅱ다양성 Ⅲ규모성 Ⅳ편리성 Ⅴ개방성 Ⅵ다양성

농

가

주

택

Ⅰ격조성 Ⅱ인지성 Ⅲ다양성 Ⅳ편리성 Ⅴ자연성 Ⅵ집중성

숲

나

무

Ⅰ규모성 Ⅱ인지성 Ⅲ다양성 Ⅳ편리성 Ⅴ자연성 Ⅵ집중성

개

울

물

Ⅰ편리성 Ⅱ활동성 Ⅲ격조성 Ⅳ규모성 Ⅴ형태성 Ⅵ집중성

4. 결 론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대부분 주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부각시켜 관광 자원화하고 있지만

전통테마마을로써 독특한 경관적 요소의 보전

과 관리는 부실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농촌전통테마마을을 대상으로 경관요소별 경관

특성에 대한 이미지 평가구조를 규명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관요소별 이미지평가에서 농촌의 여러 경

관요소 중 개울물, 울창한 숲과 나무 등 자연경

관이 보전적 가치가 높은 주요한 농촌경관요소

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경관 요소는

이미지평가에서도 다른 경관요소에 비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에 관한 이미지

평가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수

종의 보전 등을 통해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경관정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마을길과 담장, 대문 등은 ‘자연성’과

‘개방성’에 대한 이미지평가가 낮아 가급적 지역

산물을 활용한 재료의 사용과 농가주택의 경우

는 ‘격조성’ 및 ‘편리성’ 등 생활의 질을 상징하

는 이미지평가가 매우 낮아 생활의 질 향상과

결부된 주택의 이미지개선이 강구되어야 함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평가와 관련해서 앞으로 농촌

그린투어리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줄 곧 도시에서 살고 있는 ⌜도시정
류자⌟에 주목하면, 도시정류자가 다른 계층에

비해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특히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격조성’과 ‘다양성’에 주목한 농촌경관 구

성요소별 정비 및 관리가 농촌경관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농촌을 활성화하는데 있

어서 주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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