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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림경관의 현재수준을 평가하여 일련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상황에 부합하는 관리전략을 수

립, 실행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및 이메일설문

조사 등의 정성적, 정량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산림경관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전문

가 의견수렴 결과 도출한 최종 산림경관등급화 평가지표는 ‘생태적 건강성’(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병·해충 피해

수준, 수관활력도), ‘경관성’(자연성, 조화성, 다양성, 전통성, 심미성, 희귀성), ‘민감도’(관광휴양이용수준), ‘방해요소’

(훼손지, 인공구조물) 등의 4개 범주, 총 13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또한 산림경관 평가 등급의 수는 5개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evaluation indices for forest landscape classification. The

indices were chosen to enable forest managers to establish effective landscape management strategies through

three times of focus group interviews and email survey with experts. The 13 landscape evaluation indices were

finally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They were ecological health (degree of green naturality, degree of ecological

naturality, disease and insect damage, crown vitality), aesthetic visual quality (naturalness, harmony, diversity,

traditionality, aesthetic appreciation, rarity), and sensitivity (level of tourism/recreational use), interruptions

(damaged land, artificial structures). The five-level was suggested for the forest landscape classification system.

Key words : forest landscape, evaluation indices, landscape management, landscape classification

서 론

Maslow(1970)는 사람의 기본 요구(need)를 생리적 요구,

안전의 요구, 소속과 애정의 요구, 자존의 요구, 자아실현

의 요구 등의 다섯 위계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여행동기

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 지적, 미적 요구가 포함되어 있으

며, 이들 동기가 중요한 여행동기 중의 하나로 설명되고

있다(Crompton 1979; Dann 1981; Ross and Iso-Ahola

1991). 즉,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일이 여행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

제로 생태관광객이나 자연관광객과 같이 자연을 배우고

감상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 여행집단에 있어서 자연경

관은 중요한 매력물이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고 여행경험이 많으며, 소규모로 움직이는 여행

자들에게 있어 자연경관감상이 중요한 동기임이 국내 연

구에서도 제시되어왔다(강미희, 1999; 강미희 등, 2002; 손

재영과 홍성도, 2006).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은 그 어떤 자원보다

관광과 휴양의 중요한 대상이다. 산림휴양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물론이고, 2008년 지리산둘레길과 제주올레의 개

통을 시작으로 자연 속에서의 도보여행에 대한 폭발적 관

심과 수요는 자연경관으로 표현되는 산림의 효과적 관리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007년 11월에 ‘경관법’이 시행되고 동법 제8조제2항에

근거한 ‘경관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본 연구는 산림청 기획과제(산악/수변, 농촌, 관광·휴양지역

산림경관 디자인 및 관리기법 개발)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

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E-mail: miheekang@gmail.com



778 韓國林學會誌 제99권 제6호 (2010)

서는 경관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며, 경관전담부서 설치 등

관련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산림청, 2009). 산림청

은 2009년 12월에 생태적으로 건강한 아름다운 산림을 조

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림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

여 산림경관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서양 선진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미

산림경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일련의

전략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산림경관의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산림경

관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무엇이

아름다운 산림인가?’, ‘산림경관관리에서 목표로 하는 산

림의 모습이 무엇인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경관적 차원에서 어떤 산림을 어떤 모습으로 관리할 것이

며, 어떤 산림을 우선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힘들다.

본 연구는 산림경관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도

출하여 산림경관의 현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목표로 하는

산림경관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산림경관등급화를 위

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성적, 정

량적 조사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산

림경관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산림경관의 개념과 경관평가이론

사전적 의미에서 경관(landscape)은 ‘경치를 뜻하거나

특색 있는 풍경 형태를 가진 일정한 지역’(이희승, 1963)

을 뜻한다. 그러나 경관은 전원풍경, 풍경화, 내륙풍경, 자

연풍경, 지형, 토지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지녀왔으며

(황기원, 1989), 현대에 이르러서는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

들여지는 경향이 많으므로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다(임

승빈, 2009). 이에 임승빈(2009)은 포괄적이며 유연성 있

는 개념으로, ‘눈에 보이는 자연과 인공 풍경 모두를 포함

하며 토지, 동식물생태계,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경관을 설명하였다.

산림경관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생태적, 시

각적, 문화적 가치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형성된 경치’

(산림청, 2009)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경관은 자연경관

과 인공경관으로 구분되고 자연경관은 녹지경관과 수변

경관으로 구분되는데, 녹지경관은 다시 산지경관과 구릉

지경관으로 구분된다(방재성과 양병이, 2009). 산림청(2009)

은 산림경관을 산악·수변, 농산촌, 도시, 관광·휴양, 도

로 산림경관 등의 다섯 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

형에 대한 산림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산림경관관리는 산림경관 평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경관평가를 위한 경관유형화는 경관요소들의 특성을 파

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경관을 유형화하는 것을 의

미하는데, 국내연구의 경우 경관을 평가하기 위한 유형화

보다는 경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경관분석이 더 많

이 이루어져왔다(방재성과 양병이, 2009).

예컨대 황재훈(2003)은 시각적 관점과 토지이용적 관점

에서 청주시의 경관을 산지경관, 하천경관, 주거지경관,

상업업무지경관, 공원녹지경관, 가로경관, 역사경관 등올

분류하였고, 한갑수(2003)는 토지이용, 지형, 시각적 특성,

조망점 등의 기준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경관, 녹지경관,

시가지, 수역경관 등으로 분류하였다. 서주환과 윤재남

(1999)은 토지이용, 식생, 지형의 굴곡, 관광자원 밀도, 시

설지 평균 면적, 관광자원 특이성, 해안지형 특이성 등의

지표와 더불어 피시빈도 분석을 수행하여 경관관리구역

도를 작성하였다.

한편 Arther 등(1977)과 Zube 등(1982) 그리고 Daniel

과 Vining(1983) 등은 경관을 분석하고 그 경관의 질을 평

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이들의 접근

법은 크게 경관의 특성을 서술적으로 목록화하는 방법, 대

중의 선호와 관련시키는 대중선호모델, 그리고 경관 구성

요소들을 독립변수들로 하여 경관의 질을 평가하는 정량

적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The Macaulay Land Use

Research Institute, 2009).

국내 산림경관을 평가하고 등급화하기 위해 수행된 대

표적인 연구로는 국립산림과학원(2004)의 연구와 산림청

(2004; 2008)의 연구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2004)은 우

리나라 산림경관을 평가하기 위해 총 33개의 지표를 제시

하였는데, 시각적 질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산림환경과 조

망·인문환경으로 대분류 하고, 식생환경, 물리환경, 거리

민감도, 입지민감도, 방해요소 등의 5개 범주로 중분류한

후, 식생구조 등의 12개 소분류항목을 선정하여 최종적으

로 33개 지표를 제시하였다.

산림청(2004)은 지역경관림을 선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

발하였는데, 관광지/시설지 경관림, 도로경관림, 거주지경

관림(도시), 거주지경관림(비도시), 수변경관림(도시), 수

변경관림(비도시) 등의 6개 경관림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주요지표항목이나 중요도(가중치)를 달리 적용

하였다. 지역경관림 선정을 위한 지표는 지형, 가시권/거

리, 색채, 인지도 등의 4개 범주로 구분하고 세부 평가지

표를 제시하였다.

산림경관관리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한

산림청(2008) 연구에서는, 보전, 이용, 현실성 등의 3개 영

역에서 경관보전성, 시각경관성, 생태경관생물다양성, 경

관보전우수성, 경관자원접근성, 인문경관자원성, 경관장

소성, 관리역할타당성 등의 8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2004)이 제안한 경관평가지표들은 매

우 세부적이며 물리적 특성에 주로 기반하고 있는데 경관

성을 평가하기에는 제한이 있는 반면, 산림청(2004)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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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생태적 건강성에 대한 평가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문

제점이 있다. 산림청(2008)의 산림경관관리지역 선정지표

는 지표의 도출과정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부족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우리나라 산림경관을 어떻

게 평가하고, 구분 관리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제

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농촌경관과 도시경관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는 산

림경관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많으나 여전히 일관된

지표체계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임승빈과 안동만(1996)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경관평가를 위한 경관관리도 작성

을 위해 토지이용에 근거한 경관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

시지역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농어

촌연구원(2007)에서는 정량적 지표와 경관형용사를 포함

한 정성적 지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농촌경관을 평가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즉 개발된 지표를 하나의

회귀식으로 계량모델화하여 평가대상 농촌경관을 점수로

나타내고 지표의 변화에 따른 농촌경관 질의 변화를 예측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는 데 있어 의의가 있다. 그러

나 지나치게 평가지표를 일반화하여 평가대상 경관의 특

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보다 광

역적 계획에 이용될 수 있는 지표체계라 할 수 있다.

김승주와 임승빈(2009)은 도시의 주요 경관자원을 객관

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시경관의 수

준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회귀식으로 제시하였는

데 최종평가지표로 녹지전체면적률, 공원전체면적율, 20

층 이상 아파트단지 개소 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그

러나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계획이 효율적

으로 수립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방재성과 양병이(2009)

는 경관자원의 선정과 분류방법, 경관분석 및 경관의 질

과 가치 평가방법, 경관자원들에 대한 관리방법 및 수준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관계획 방법론이 일관된 체계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내 산림경관 평가 및 등급화를 위해 벤치마킹할 수 있

는 좋은 사례로는 미국 산림청의 경관관리체계(Scenery

Management System)와 미국 토지관리국의 시각자원관리

(Visual Resource Management),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주의 산림경관관리, 호주 타즈매니아

(Tasmania) 주의 산림경관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국

가의 산림경관 평가는 기본적으로 서술적 목록화 접근법

의 하나인 형식미학적 모델에 기반한다.

형식미학적 모델의 기본 이론은 미적 가치가 경관의 표

면적 특성들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즉 경관을 미적 대

상으로 보고 경관이 지닌 물리적 구성의 미적 특성을 규

명하는데(임승빈, 2009), 경관의 표면적 특성들은 기본적인

형태(forms), 선(lines), 색채(colours), 그리고 질감(textures)

그리고 그들간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되며 이에 대한 평가

는 거의 항상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다(Daniel and Vining,

1983). 최종적인 경관의 질 평가는 등간척도가 아닌 순위

가 매겨진 카테고리로 나타내어져 등급화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그러나 다른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경관의 질

이 가지는 가치를 매기는 일은 한계가 있다.

미국 토지관리국의 경관관리체계를 보면, 지형, 식생,

수계, 색채, 인접경관의 영향, 희귀성, 문화적 변형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시각적 질을 세 수준으로 평가하여 점

수를 부여하는데, 기준충족여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형태,

선, 색, 질감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기술하고 종합평가하

여 점수를 매긴다. 두 번째 단계로 민감도 분석을 이용

자 유형, 이용량, 대중의 관심, 인접토지이용, 특별지역

등의 항목에 대해 세 수준으로 평가한다. 마지막 단계에

서 거리분석을 실시하는데 전경-중경구역, 원경구역, 비

표 1.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산림경관·농촌경관 평가지표.

연구자(기관) 지표

국립산림과학원(2004)-
산림경관자원 평가지표

임상, 우점수종, 경급, 울폐도, 지피식생, 수관상태, 종다양성(식생+동물), 능선 수, 표고, 경사, 수계
규모, 수질상태, 특이계곡, 기암바위, 저수지·댐유역, 동선위치(도로), 조망거리, 조망규모(산림녹
지율), 경관다양성, 휴양 및 유원지(이용량), 공원지역, 사찰명승지(사적지)(이용량), 자연생태보전
지(희귀동식물, 천연기념물)(면적), 수변지역, 인문지역, 전선과 철탑 등, 부적합인공물(건물시설등),
채석장 및 광산(면적), 산사태 및 절개지(면적), 산화지(면적), 기타 시각위해(매립장)(면적), 폐잔재
(면적), 나지상태(면적)

산림청(2004)-
지역경관림 선정 지표

지형, 특이요소, 표고, 경사, 능선의 수, 면적, 물, 인공구조물, 조망각도, 조망규모(폭), 주요 조망점
수, 조망거리, 이동속도, 단풍, 임상, 꽃, 수종, 인지도

산림청(2008)-
산림경관관리지역 선정
지표

보전해야 할 법적 산림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으로부터의 거리, 지형경관으로부터의 거리, 연안경
관우수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철새도래지로부터의 거리, 주요 종 발견지점으로부터의 거리, 동식물
서식지 평가, 산림·해안·하천·호수및호소·내셔널트러스트자연자원으로부터의 거리, 임상도·
영급·경급 , 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로로부터의 거리 , 세계문화유산·천연기념물·전통사
찰·기존유적지·내셔널트러스트문화자원·지원시설로부터의 거리 , 시각경관성부문에서평가 ,
주무부서에서 주도적 관리역할 가능성

농림수산식품부(2007)-
농촌경관 평가 지표

녹지자연도, 수공간의 면적율, 건폐율, 시가화지역 면적율, 주거지 면적율, 경작지 면적율, 산림과
시가화지역의 스카이라인, 수공간과 역사문화지역에 대한 경관형용사, 주거지의 색채경관 그리고
경작지에 대한 어의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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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구역 등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 평가

된 결과에 기반을 두어 종합적으로 4단계의 등급을 매기

고 각 등급별로 관리목표를 수립한다(U.S. Bureau of

Landscape Management, 2009).

이상의 관련문헌 및 사례를 검토하여 본 연구는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물리적 요소와 관광휴양적 이용 그리고

경관성이 통합되면서도 실무자가 쉽게 산림경관을 평가

하고 관리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론적 체계를 도출하

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모두 사용하여

산림경관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도출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양적 조사를 모두 실시하였는데,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

로 두 번에 걸쳐 심층인터뷰를 실시(1차 전문가심층인터

뷰)하여 정성적 방법으로 산림경관 평가항목들을 도출하

는 과정을 거치고 이후 도출된 항목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

시 분석된 결과들을 종합 검토하는 2차 전문가 심층인터

뷰를 실시하였다.

먼저 산림경관을 평가하기 위한 접근방법과 이용 가능

한 지표 도출을 위해 임학, 조경학, 생물학, 생태사진전문

가 등 4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9년 9월 22일과 24일

2회에 걸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설문조사는 임학, 조경

학, 건축학, 생태사진촬영 등의 분야에 있는 전문가 30명

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 8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으

며, 총 20명으로부터 유효한 설문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정량분석된 결과에 대한 최종검점을 위해 2009년 10월

16일 산림청의 ‘산림현장 유형별 경관디자인 기술개발’ 연

구에 참여중인 임학, 조경 분야 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2차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과정들을 모식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으

며, 심층인터뷰 및 이메일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에 대

한 조사내용은 <표 2>와 같다.

한편, 이메일을 이용한 전문가조사에 포함된 설문문항

은 문헌검토 및 1차 전문가심층인터뷰 결과 도출된 4개

부문(생태적 건강성, 경관성, 민감도, 방해요소)의 12개 산

림경관등급평가지표의 적절성(5점 라이커트 척도로 평가),

추가되어야 할 지표항목(주관식), 6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경관성(자연성, 조화성, 다양성, 전통성, 심미성, 희귀성)

평가를 위해 도출한 기준인자들(지형, 표고, 산화지 등등

의 27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추가 고려해야 할 세부지표

항목, 적정 등급 수 등이다.

연구결과

1. 산림경관 평가지표의 도출

산림경관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함으로써 경

관평가를 위해 쓰인 지표들을 모두 도출하고 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산림경관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지표

그림 1. 산림경관등급화 평가지표 개발 과정.

표 2.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정성적, 정량적 조사방법.

구분 내용

1차 인터뷰
대상: 임학, 조경학, 생물학, 생태사진전문가 등 4개 분야 전문가 4명
내용: 산림경관평가접근법(원칙, 체계 등), 평가지표, 평가단위 등등

이메일 조사

대상: 임학, 조경학, 생태사진 등의 3개 분야 전문가 20명
내용: 생태적 건강성, 경관성, 민감도, 방해요소 등 4개 부문 12개 산림경관등급평가지표의 적절성, 추가
되어야 할 지표항목, 6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경관성(자연성, 조화성, 다양성, 전통성, 심미성, 희귀성) 평가
를 위해 도출한 기준인자들(총 27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추가 고려해야 할 세부지표항목, 적정 등급 수

2차 인터뷰
대상: 산림청의 ‘산림현장 유형별 경관디자인 기술개발’ 연구과제에 참여중인 임학, 조경 분야 전문가 18명
내용: 평가지표, 경관성평가세부지표, 등급수 등에 대한 최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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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축약하는 과정을 거쳤다. 두 차례에 걸친 관련 전문

가와의 1차 심층인터뷰는 산림경관을 평가지표들을 일차

적으로 도출해내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이용된 지표 목록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를 개발해나가는 접근법에 있어, 경관의 각 요

소에 따른 계획수립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경관의 상황을

종합 진단하는 것이므로, 상세지표들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하여 평가를 하기보다는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림이라는 생태적 장소를 다

루므로 경관성과 더불어 생태적 건강성이 담보되도록 지

표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산림경관의 사회...문화...심리

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경관형용사를 활용하

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이 현장관

리자의 입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단순화된 지표로 구성

하고 개별 물리적 요소가 아닌 경관성 평가가 주가 되도

록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도출된 평가지표를 활용해 점

수를 매기는 기준은 세부지표들에 대한 정보와 평가를 통

해 가능한데, 세부지표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각

각 특성들을 산림경관의 질과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평가의 판단기준들이 매뉴얼에 포

함되어야 하고 작성된 매뉴얼은 산림경관평가자들을 위

한 교육용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되

어야 한다.

이외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사항들은 평가의 단위 또

는 규모(면적)의 결정과 평가지점(조망점) 선정 작업의 표

준화이다. 선정된 조망점에서의 시계열적 평가를 통해 경

관변화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부합하는 관리전략을

시의 적절하게 수립하도록 경관조사체계를 갖추어야 한

다.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문가 심층인터뷰의 주요결

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 산림경관 평가지표의 적합도 평가

1차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 제시된 방법론과 지표들에

대해 각 분야의 더 많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이메일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등급평가를 위한 적절한 지표범주와 지표항목의 선

정 그리고 실제로 평가지표별 기준이 되는 세부지표들에

대한 적합성 평가로 이루어졌다.

1차 심층인터뷰에서 도출된 산림경관등급평가를 위한

지표항목별 적합도를 “전혀 적합하지 않음”(1점)에서부터

“매우 적절함”(5점)까지의 5점 라이커트 척도로 평가한 결

과, 모든 지표들이 3점 이상의 점수를 얻었는데. 특히 생

태적 건강성 지표항목 중 ‘생태자연도’, 경관성 중 ‘자연

성’, ‘조화성’, ‘심미성’, 그리고 방해요소에 포함된 ‘훼손

지’와 ‘인공구조물’ 등이 상위 5위 안에 포함되는 적합도

점수를 얻었다. 이때 ‘조화성’과 ‘훼손지’ 두 지표항목은

공동 3위를 기록하였다. 반면 ‘관광휴양이용수준’을 통한

민감도 평가지표항목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적

합도를 가진 것을 평가되었다. ‘관광휴양이용수준’의 경

우 관광휴양지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겠으나

전체 산림경관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상대적으

로 중요성이 낮을 수 있다.

제시된 평가지표 외에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산림경

관등급화를 위한 평가지표로는, 습지 등 생태적 민감지역

의 면적, 지역적 특성, 접근성, 인접관광자원의 연계성, 관

광휴양편의시설의 인접성, 경관특이성, 임상도, 수관활력

도, 주변토지이용유형, 인간활동 조망유무, 수변공간 조망

유무 등이다. 그러나 3명 이상 전문가들로부터 동시에 제

시된 추가항목은 ‘임상도’와 ‘수관활력도’의 두 항목뿐이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종합 검토를 위한 2차 전문가 심층

인터뷰 실시되었는데, 정량적 평가를 위한 지표들의 적합

성에 모두 동의하는 한편, 전문가 이메일 설문조사에서 추

가로 제시된 평가지표항목 중에서는 ‘수관활력도’만이 추

표 3. 전문가 심층인터뷰에 의한 지표개발방법 도출.

항목 전문가 의견

개발원칙
개별 상세지표가 아닌 지표군에 의한 종합적 평가체계 구축
물리적 요소 각각이 아닌 전체 경관성 평가에 초점
현장관리자의 입장에서 평가 가능하도록 단순 지표체계 구축

사회·문화·심리적
경관 평가

경관형용사 사용

평가기준
지표군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세부 평가지표들을 도출하되 개별항목에 대한 점수평가체계
가 아닌 개별평가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 작성

평가단위 평가단위(면적 또는 규모)의 결정 필요

평가지점 주요 조망점 및 경관변화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점 선택

기 타 생태적 건강성 평가가 주요하게 고려

도출지표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병해충피해수준, 자연성, 조화성, 다양성, 전통성, 심미성, 희귀성, 관광휴양적
이용수준, 훼손지, 인공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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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생태자연도나 녹지자

연도는 참고자료로 하되, 수관활력도를 중심으로 평가하

는 것이 가장 현재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

시되었다.

최종적으로 산림경관 등급화를 이해 이용할 평가지표

항목으로 ‘생태적 건강성’(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병·

해충 피해수준, 수관활력도), ‘경관성’(자연성, 조화성, 다

양성, 전통성, 심미성, 희귀성), ‘민감도’(관광휴양이용수

준), ‘방해요소’(훼손지, 인공구조물) 등의 4개 범주에 총

13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3. 경관성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지표 선정

산림경관 평가지표 중에는 ‘수관활력도’나 ‘훼손지 면

적’ 등과 같이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 반해 ‘자연성’,

‘전통성’ 등과 같은 경관성 지표처럼 평가자마다의 주관

적 평가가 개입되어야 하는 항목들도 있다. 또 계량화 가

능한 항목들 역시 보조적 판단 기준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주요 평가지표들에 대한 평가기준으

로 제시될 수 있는 세부지표항목들이 무엇인지를 조사하

표 4. 산림경관등급화 평가지표항목의 적합도* 평가.

평가범주 평가지표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생태적 
건강성

녹지자연도 3 5 4.05

생태자연도 2 5 4.50

병·해충피해수준 3 5 3.90

경관성

자연성 4 5 4.70

조화성 3 5 4.25

다양성 3 5 4.00

전통성 2 5 3.50

심미성 2 5 4.20

희귀성 2 5 3.95

민감도 관광휴양적이용수준 2 4 3.47

방 해
요 소

훼손지 3 5 4.25

인공구조물 3 5 4.15

*적합도는 1점(전혀 적합하지 않음)에서 5점(매우 적합함)
까지의 5점 라이커트척도를 사용하여 평가됨
주 : 제시된 평가지표 외에 전문가 이메일 조사를 통해 생태
적 민감지역의 면적 , 지역적 특성 , 접근성 , 인접관광자원의
연계성 , 관광휴양편의시설의 인접성 , 경관특이성 , 임상도 ,
수관활력도, 주변토지이용유형, 인간활동 조망유무, 수변공
간 조망유무 등이 제시되었으며, 2차 전문가 인터뷰 결과 수
관활력도를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함

표 5. 경관성 평가기준항목의 적합도* 평가 결과.

평가범주 기준지표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비고

생태적 특성

수계 3 5 3.75

단풍 1 4 3.30

임상 2 5 3.65

꽃 2 5 3.95

수종 2 5 4.10

농경지 2 4 3.10

물리적 특성

지형 2 5 4.05

특이요소(폭포, 기암괴석 등) 2 5 4.20

표고 2 4 3.15

경사 2 5 3.20

능선 수 1 5 3.15

면적 1 5 2.80 삭제

파편화 정도 2 5 3.30

조망적 특성

조망각도 2 5 3.70

조망규모(폭) 2 5 3.35

주요 조망점 수 1 5 3.30

조망거리 1 5 3.05

이동속도 1 4 2.55 삭제

방해요소특성

채석장 2 5 3.40

절개지 1 5 3.35

산화지 1 5 3.10

전선과 철탑 1 5 3.55

상업시설물(공장,  숙박시설 등) 2 5 3.60

기타인공구조물 2 5 3.35

기타

문화재 2 5 3.75

인접경관 3 5 4.05

색채 2 4 3.20

*적합도는 1점(전혀 적합하지 않음)에서 5점(매우 적합함)까지의 5점 라이커트척도를 사용하여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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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항목들을 보기로 제

시하고 이들 각각에 대한 세부지표항목으로서의 적합도

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물

리적 특성’ 범주 중 ‘면적’과 ‘조망적 특성’ 범주 중 ‘이동

속도’ 항목은 3점 미만으로 경관성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지표로 부적절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수계’, ‘임상’,

‘꽃’, ‘수종’, ‘지형’, ‘특이요소’, ‘문화재’, ‘인접경관’ 등

은 상위 5위안에 드는 산림의 경관성 평가를 위한 중요한

세부지표로 제시되었다.

이외 고려되어야 할 항목으로 전문가들이 개방형 질문

에 추가한 항목들로는 ‘산사태’, ‘철새도래지나 희귀식물

등이 있는 보호지역’, ‘자연스카이라인’, ‘구릉과 초지’ 등

이다.

2차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세부지표항목 적합도 분

석결과에 대해 논의한 결과 평균 이하의 적합성을 가진

‘면적’과 ‘이동속도’ 항목을 제외하되 추가 없이 제시된

세부지표항목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4. 산림경관 등급 평가지표 및 등급수준

이상을 통해 최종 선정된 산림경관 등급화 평가지표는

<표 6>과 같다. 한편, 도출된 13개 지표항목을 이용하여

산림경관을 등급화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등급의 수를

조사한 결과, 응답 전문가의 57.9%가 5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10개 등급을 제안한 응

답자가 21.1%, 3개 등급 10.5%, 8개와 15개가 각각 5.3%

였다.

결 론

본 연구는 정책적 실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면

서도 적용이 용이한 산림경관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

였다.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지표항목들이 제안되어왔으

나 이들 지표의 개발과정이 과학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았

고,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첫 단계인 평가지표 도

출에서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정성적, 정량적 방

법 모두를 통해서 수렴하고자 하였다.

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 및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산

림경관을 등급화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생

태적 건강성, 경관성, 민감도, 방해요소 등의 네 개 범주

하에서 수관화력도,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병·해충피

해수준, 자연성, 조화성, 다양성, 전통성, 심미성, 희귀성,

관광휴양적 이용수준, 훼손지, 인공구조물 등의 13개 항

목이 도출되었다. 또 이들 주요 지표를 적용할 때 기준으

로 삼을 수 있는 세부지표항목으로는 생태적 특성, 물리

적 특성, 조망적 특성, 방해요소 특성, 기타 등의 다섯 개

범주 하에서 25개 항목이 선정되었다. 이들 지표들을 이

용해 산림경관을 평가할 때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

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가 그동안 제안되어왔던 다양한 경관평가지표

들 중에서 산림경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

용할 수 있는 등급 평가지표를 도출한다는 데 의의를 두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하기 위한

기준의 제시가 또 요구된다. 즉 자연성이 높은 산림경관

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규모를

훼손이 심하다고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여러 사례

들을 통해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도출된 점수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기 위한 기준선도 결정해야 한다. 물론 일

부 산림경관 연구에서 지표별 평가기준과 등급이 제안되

었으나 이는 연구진 임의의 결과이므로 신뢰성과 타당성

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산림경관 평가지표는 다양한 유형

의 산림경관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접근하여 개발하였

다. 그러나 실제 산림경관은 도로변 산림경관, 농산촌 산

림경관, 관광휴양지 산림경관, 수변 산림경관, 그리고 기

타 유형의 산림경관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한다

는 점에서 개발된 지표 적용의 한계 및 보완 필요성이 제

기될 수 있다. 즉 유형별 평가지표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농산촌 산림경관은 ‘농경지’에, 관광휴양지의 산

림경관은 ‘이용수준’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가하여 평가

해야 할 수도 있다.

표 6. 최종 선정된 산림경관등급화 평가지표 .

평가범주 평가지표항목 비고

생태적 건강성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수관활력도, 
병·해충피해수준

경관성
자연성, 조화성, 다양성, 전통성, 심미성, 
희귀성

‘면적’과 ‘이동속도’를 제외하고 생태적 특성, 물리적 특성,
조망적 특성, 방해요소 특성, 기타 등의 5개 평가범주에 포함
된 기준지표항목에 기준하여 경관성 평가 (<표 5> 참조)

민감도 관광휴양적이용수준

방해요소 훼손지, 인공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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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산림경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

본적인 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일부 지표의 추

가 혹은 수정 그리고 평가기준 도출 및 등급화 기준선 마

련 등을 위한 추가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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