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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시공 재료, 형태, 크기, 녹화수준이 서로 다른 사방댐에 대하여 일반인이 갖는 경관적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분석자료 수집을 위해 2009년 12월 팔공산 방문자 122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설문조

사를 실시하고, 동월 영남대학교 및 동아대학교 재학생 82명을 대상으로 강의실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

과 사방댐의 시공재료는 전석과 같은 자연 재료가 선호되었고, 사방댐 주변에 식생을 식재하는 것이 가장 선호되었

다. 연구 결과는 사방댐 설치 시 친환경적인 시공재료와 시공방법이 단지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방문자의 선호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방댐의 경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공재료, 녹화방법, 사방댐 디자

인,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ublic's preferences of different types of debris barriers

and the impacts of construction materials, design, size, and planting on landscape preferences. On-site survey

was carried out in Mt. Palgong during on December, 2009 and a total 122 visitors' data were analyzed. A total

of 82 students Yeungnam and Donga University were also questioned in the classes during on December, 2009.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debris barrier constructed with natural materials such as stone were more

preferred and the level of planting around the debris barrier impacted most on the landscape preferences. The

results imply that the importance of eco-friendly construction materials and methods has been increased in term

of not only environmental conservation but also people's preferences. Therefore, the factors for enhancing

landscape of debris barrier should be considered synthetically in terms of construction material, design, size, and

planting level.

Key words : debris barriers, landscape preference, landscape effect, survey, construction materials, revegetation method

서 론

주로 호우 시 유목과 토사의 대량 유출이 예상되는 지

류의 합류점이나 상류부의 계곡폭이 넓고 경사가 완만하

여 토석의 저사공간이 넓은 곳에 시공하는 사방댐은 계상

물매를 완화시키고 유속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횡공작

물로, 사방시설물 가운데 재해방지 효과가 가장 큰 공작

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방댐을 산지계류

에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대

형 태풍 및 집중호우의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방댐

의 시공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2년 태풍 ‘루사’와 이

어서 발생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전 국토가 초토

화되고 결과적으로 산지재해로 인한 대규모의 인적 물적

피해가 야기되어 사방댐 시공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7월 강원도에 내린 집중호우

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해복구를 목적으로 하

는 사방댐의 시공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빈번

하고 대형화된 산지재해의 발생은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

댐 시공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그 숫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기존의 사방댐은 재해방지를 주목적으로 시공

하였으나, 최근에 설치되는 사방댐은 저사 및 저수 겸용,

산기슭 및 농경지·부락보호를 위한 야계사방, 가옥·산

업시설 보호를 위한 예방사방, 해안침식임지 복구 사방 등

다양한 장소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시공되고 있다. 또한,

사방댐에 어류의 이동통로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하천생

태계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사방댐 설치가 시도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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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산지재해 방지 기능 외에 경관 및 생태환경적 요

소까지 요구하여 사방댐의 시공재료나 형태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전근우, 2002; 2003), 앞으로의 사방사업

은 환경을 우선하는 개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산림

청, 2002)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방댐 시공사례의 증가는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

론 산을 찾은 방문자들이 사방댐을 접할 기회가 많아짐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사방댐의 경관 기능이 중요한 요소

로 인식되게 하였다. 자연경관에 대한 선호는 사람들의 사

회문화적인 차이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이영경, 1994), 자연경관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

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박찬용, 김영대, 1997)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시공된 사방댐의 녹화방법을 보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특별히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터파기면과 되메우기면의 사면보호를 목적으로 떼

붙임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상지내 둑쌓기 등 다

량의 토공이나, 대상지 경관향상,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 꽃나무류나 기타 묘목을 식재하는 수준에 머물

러 있다.

2007년에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과

개발계획과의 접목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산림청에서

도 보다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시숲경관과

를 조직하고 경관을 고려한 산림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해 산림관리를 위한 경관

성 평가와 관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어 향후 사방댐

은 물론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들의 경관성 고

려는 필수적인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사방댐 시공 시 고려사항은 댐의 적절한 위치선

정, 댐의 안정성, 높이 등의 크기 결정, 저사선, 방수로, 댐

어깨, 댐 단면 및 기울기, 물빼기구멍, 물받이, 끝 돌림, 측

벽 등이 있으나 경관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연친화적으

로 설치한다”(사방사업설계·시공기준, 산림청고시 제

2010-102호)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야면석이나 전석 등으

로 사방댐을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은 경관을 고려하

기 위한 시도로 여겨지며, 사방댐의 물방석을 이용한 인

근주민들의 친수공간 조성 등은 경관에 대한 관심이 점진

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관연구에 비

해 현재까지 국내 산림경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산림휴

양의 질적 만족도 향상, 경관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연구, 등산로 인근 경관분석(김재준 등, 2010; 이우성 등,

2008; 김세천과 허준, 2007; 이덕재, 2006; 명재갑 등,

1999; 송형섭, 1999) 등에 국한되어 있어 산지계곡 공작물

에 대한 경관분석은 매우 부족하다. 

산지계곡에 설치한 공작물에 대한 경관을 분석한 연구

로는 박재현과 조현서(2004) 및 박재현(2005), 김대현과

구본학(1998)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앞서 두 연구는 북

한산국립공원의 계곡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인 바닥막이,

기슭막이, 낙차공을 중심으로 각 인공구조물에 대한 전문

가 및 방문자 인식을 조사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계상에 설

치되는 인공구조물은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루게 되어

야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 콘크리트구조물은 철거하며, 낙

차공과 같은 인공구조물은 계상의 물매를 고려하여 설치

해야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대현과 구

본학(1998)은 동강유역의 댐건설로 인한 개발이 수몰 전

과 후 지역경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경관영향이 나타날 예상지점까지 하천의 선형에

따라 자연·생태적 경관조사(녹지자연도, 거시경관도), 사

회·역사적 경관조사(문화재현황도, 이미지도), 시각·미

각적 경관(경관단위도, 경관선호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댐의 수몰 후 경관의 느낌은 수몰 전에 비하여 단순

한 쪽, 특이한 쪽, 현대적인 쪽, 정적인 쪽, 차가운 쪽, 낯

선 쪽으로 변화하는 빈도가 많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

반댐의 경우 사방댐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경관 요소를 상

승시키기 위해서는 댐 건설 시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

루는 건설방법이 필요하며, 기존의 댐 근처에서 나타나는

많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각적으로 차폐하는 방법이 강

구되어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계곡 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이 계곡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계곡 내 체계

적인 인공구조물의 현황 파악과 함께 생태계 교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Danial and

Boster, 1976; Shafer 등 1969). 일본에선 사방댐의 경관

디자인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실시(井浦勝美 등, 2002)한 바

있으나 국내에는 사방댐 설치와 관련하여 경관선호도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시공재료, 디자인, 규모, 주변의 녹화수준, 시

공경과시기 등에서 서로 다른 유형을 보이는 국내외 다양

한 사방댐 경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호를 분석하여 현장

에서 경관을 고려한 사방댐의 시공 방향과 시공 지침 개

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일반인이 가장 선호하는 사방댐 및 경관적으로 우수한

사방댐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기 위하여 서로 다른 기능과

재료, 그리고 형태로 만들어진 사방댐의 종류 즉, 전석사

방댐, 콘크리트 사방댐, 버트리스댐, 슬리트댐 등을 대상

으로 사방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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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사방댐은 총 7장(사진 1~7)으로 국내에 시공된 대

표적인 표본들을 추출하였고 이 중 녹화수준에 따른 선호

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공직후(사진 6)와 시공 2년 후(사진

7)의 전석사방댐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국내에 시공된 다

양한 형식의 콘크리트 사방댐(사진 8~10)과 버트리스사방

댐(사진 11), 소수력발전 사방댐(사진 12), 강제 슬리트댐

(사진 13)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진 14번에서 16번

은 외국에 설치된 사방댐 사진이다. 이상과 같이 조사에

사용된 사방댐 사진은 각종 형태별 사방댐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을 추출하고 이들 사진에 대한 경관적 관점에서

의 선호도를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대학생과 휴양지 방문자들로, 대학생 표본

은 영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및 동아대학교 관광경영학

과 재학생 82명이고, 휴양지 방문자는 팔공산도립공원 방

문자 중 만 18세 이상의 성인 122명이다. 설문조사는 2009

년 12월 11일, 14일, 20일에 대학 강의실 및 팔공산도립공

원 현장에서 일련의 설문조사에 대해 교육받은 영남대학

교 대학생 및 대학원생 6명에 의해 수행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실에서 조사하는 경우 보다 많은 항목에 대

한 심층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한된 연

령분포로 인해 평가 결과의 일반화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적 관점에서 팔공산도

립공원에서 보다 폭넓은 연령층의 성인을 대상으로 선호

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팔공산 방문자에 대한 설문지는 자주 이용하는 산, 팔

공산 방문 경로, 주변 경관 관심, 주변 경관 만족도, 방문

표 1. 조사에 이용된 유형별 사방댐.

No 사진 유형 No 사진 유형

1 전석사방댐 9 콘크리트
사방댐

2 전석사방댐 10 콘크리트
슬리트댐

3 전석사방댐 11 버트리스댐

4 전석사방댐 12 소수력발전
사방댐

5 전석사방댐 13 강제
슬리트댐

6 전석사방댐
(시공직후)

14 도징댐
(일본)

7 전석사방댐
(시공2년후)

15 도징댐
(오스트리아)

8 콘크리트
사방댐

16

홍수조절
콘크리트
사방댐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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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체류시간, 사방댐 사진 총 8장에 대한 선호도(“매우

비선호”(1점)에서부터 “매우선호”까지의 10점 라이커트

척도로 평가), 인상 깊은 사진, 동행인, 방문 만족도, 거주

지, 성별, 연령대, 학력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대학생 조사설문지는 각 사방댐 사진에 대한 경관선호

도를 세분화하여, 자연성, 조화성, 심미성 및 종합선호 점

수를 5점 라이커트 척도로 평가하고, 산 평균방문 횟수,

사방댐에 대한 인식, 사방댐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 사방

댐 시공시 고려 항목, 경관성을 높이는 재료, 사방댐 주변

녹화로 선호하는 식물 등을 조사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

방법은 대학생의 경우 강의실 내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

한 사방댐 사진 총 16장을 보여주고 경관선호도를 각 항

목에 맞게 점수로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설문내용

은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방문자

의 경우 대학생 조사에서 이용한 16장의 사진 중 대표성

을 갖는 사방댐 사진 8장을 별도로 선별하여 이용하였다.

즉 방문자 조사에서는 선택한 총 8장의 사방댐 사진을 제

시하고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경관선호도 점수를 기입하

도록 하였으며, 기타 설문내용을 직접 읽어본 후 작성하

도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표본은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으

며, 이들이 과거 2년간(2008-2009)의 산을 방문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 ‘2회 방문’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5회 이상’도 30% 이상을 차지하였다.

팔공산 방문자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았

으며,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이 5% 미만

으로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 연령대는 비교적 고르게 분

포하였다. 학력에서는 ‘대학졸업’이 38.4%로 가장 많았으

며, 거주지는 ‘대구’가 8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한편, 팔공산 방문자가 과거 2년간(2008-2009년) 산을 방

문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 ‘10회 초과’가 41%를 넘는 것으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주 산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방댐의 경관 영향도에 대한 인식

설문 참여자가 사방댐을 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또 사

방댐이 산의 전체 경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

는지를 조사하였다.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사방댐을 본

경험이 있으며, 사방댐이 산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전혀 영향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혀 없었으며 “영향없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하였다.

사방댐의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가 전체 산의 경관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대학생 표본과 팔공산 방문자 표본의 사방댐 경험

여부나 경관영향도 응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대학생 표본이 사방댐을 본 경험이 더 많으며, 경

관에 미치는 영향 정도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표 2. 대학생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변수 특성

성별 여성 36.6%, 남성 63.5%

2008년~2009년 
산방문횟수

0 회 1.2%, 1 회 16.1%, 2 회 33.3%, 3 회
11.1%, 4회 6.2%, 5회 12.3%, 6회 -10회
14.9%, 10회초과 4.9%

표 3. 팔공산 방문자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변수 특성

성별 여성 36.6%, 남성 63.5%

연령
20대 27.6%, 20대 17.2%, 30대 17.2%, 
40대 25.9%, 50대 25.0%, 60대이상 4.3%

학력
고졸이하 30.0%, 대학재학 28.3%, 대학졸
업 38.4%, 대학원이상 3.3%

거주지 대구 80.2%, 대구외지역 19.8%

2008년~2009년
산방문횟수

1회 5.8%, 2회 6.6%, 3회 6.6%, 4회 7.4%,
5회 8.3%, 6-10회 24%, 10회초과 41.3% 

표 4. 표본의 사방댐 관련 경험과 인식.

변수 특성

사방댐 경험 여부
(n=204)

본적있음 120명(58.8%), 본적없음 84명
(41.2%)

사방댐의 경관 
영향도 인식
 (n=204)

영향없다 11명 (5.4%), 보통 49명 (24%),
영향있음 115(56.4%), 매우영향있음
29(14.2%)

표 5. 대학생 및 팔공산방문자 표본의 사방댐 관련 경험과 인식의 차이.

변수 대학생 일반인 χ
2 p

사방댐 경험 여부
있음 63(76.8%) 57(46.7%)

18.353 0.000
없음 19(23.2%) 65(53.3%)

사방댐의 경관 
영향도 인식

영향없음 1(1.2%) 10(8.2%)

12.146 0.007
보통 13(15.9%) 36(29.5%)

영향있음 52(63.4%) 63(51.6%)

매우영향있음 16(19.5%) 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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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영남대학교 학생 표본

의 85% 이상이 산림자원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므로 이들

의 실습 경험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알 수 있다. 그러

나 일반인 표본의 경우도 사방댐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므로 사방댐이 경관에 미치는 영

향도는 대학생 표본과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에도 불

구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방댐 선호도

1) 대학생 표본의 사방댐 선호도

강의실에서 장시간에 걸쳐 평가할 수 있는 점에 기반하

여 대학생 표본에 대해서는 총 16장의 서로 다른 유형의

사방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종합적인 선

호점수외에 자연성과 조화성 그리고 심미성 등 세 가지

경관형용사적 표현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종합적인 경관선호도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1점)

에서부터 “매우 마음에 든다”(5점)까지의 5점 라이커트 척

도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6에서와 같이 상위 5위권 내의 좋은 점수

를 평가받은 사방댐들은 모두 시공재료가 자연재료인 ‘돌’

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유수가 존재하는 점에서 전

반적인 경관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친환

경재료는 물론, 주변환경인자에 따라 사방댐에 대한 경관

선호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6개의 사방댐은 시멘트,

콘크리트, 그리고 철강 재료가 혼용되었거나 사방댐 주변

의 녹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시공재료에 따라 경관선

호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순위에 위치한 사방댐들은 돌(전석) 이외의 시공재

료를 사용하였거나, 녹화수준이 비교적 우수하여 사방댐

이 두드러지지 않거나 유수가 존재하고 있어 하위순위의

사방댐과 재료 및 녹화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경관

선호도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기반을 두었을 때, 사방

댐은 시공재료의 자연성 여부와 녹화수준 등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동일한 사방댐이지만 사방

댐의 시공직후와 시공 2년 후의 모습에 대한 경관선호도

를 비교하면, 시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녹화수준이 우수

해졌을 때 경관선호도가 훨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사방댐의 경우도 시공직후의 녹화수준이 미흡

한 모습보다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녹화된 결과에 따른

사방댐 경관성의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성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방댐의 경우 대부

분이 자연재료인 ‘돌(전석)’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되었으

며, 일부 높은 점수를 받은 사방댐에서 콘크리트와 철강

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주변 녹화식물에 의해 인공성이

상대적으로 저감되어 자연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친환경적 재료인 전석 등을 이용하여 사방댐 설치 시

경관선호도가 높기도 하지만 주변 녹화환경에 따른 경관

요소간 조화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

로 시공 후 경과시간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을 때 사방

댐의 자연성은 시공재료와 더불어 주변녹화수준이 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조화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방댐의 경우 자연적

인 재료가 사용되면서 좌우 균형미가 느껴지는 경우 상대

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각 사방댐을 선호하는

이유를 적도록 한 주관식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균형

미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음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방댐의 조화성은 주변과의 조화와 균형감이 중요한 평

가요소로 판단되어지며, 특히 사방댐의 주재료와 녹화방

법 및 녹화수준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6. 대학생 표본의 사방댐 유형별 선호도.

사진번호 사방댐유형 종합선호점수 자연성 조화성 심미성

1 전석사방댐 3.45 3.40 3.40 3.37

2 전석사방댐 3.15 3.09 3.06 3.01

3 전석사방댐 3.34 3.23 3.34 3.34

4 전석사방댐 2.73 2.90 2.80 2.52

5 전석사방댐 3.01 3.05 3.13 2.90

6 전석사방댐 3.23 3.27 3.24 2.99

7 전석사방댐 3.39 3.71 3.33 3.04

8 콘크리트사방댐 2.99 2.94 3.09 3.05

9 콘크리트사방댐 2.52 2.46 2.48 2.39

10 콘크리트슬리트댐 2.94 2.88 2.96 2.72

11 버트리스댐 2.54 2.46 2.62 2.50

12 소수력발전사방댐 2.59 2.59 2.65 2.45

13 강제슬리트댐 2.49 2.30 2.63 2.61

14 도징댐 3.09 2.96 2.969 3.24

15 도징댐 3.04 3.11 3.13 2.99

16 홍수조절 콘크리트사방댐 2.96 2.99 2.91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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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성은 자연성과 조화성이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

높게 나타났는데,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및 녹화수준 등의

시각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보인다.

2) 팔공산 방문자의 사방댐 선호도

사방댐이 산지에서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팔

공산 방문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학생에게 제시한 사방

댐 사진 16개 중 대표적인 8개의 사진을 추출하여 선호

도를 조사하였는데 이때 가장 인상에 남는 사진을 별도

로 질문하여 가장 선호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복 조사

하였다.

선호도가 높은 사방댐은 대학생 표본의 분석결과와 거

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자연재료인 ‘돌(전석)’이 주재료

로 이용되고 주변의 녹화상태가 양호한 경우 선호도가 높

게 나타났다. 반대로 콘크리트와 철강 재료가 이용된 경

우와 주변 녹화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 등은 선호도가

낮았다. 즉 대학생 표본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방댐 경

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시공재료와 주변 식

생피복상태로 나타났다.

3) 표본간 사방댐 선호도 차이

대학생 집단과 팔공산 방문자 집단이 공통적으로 평가

한 8개 사방댐에 대한 선호도 평가결과를 상호 비교분석

하였다.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호도 차이가 난

다섯 개의 사방댐에 대한 평가를 보면, 팔공산 방문자가

모두 높은 선호도 값을 보였다. 각 집단 내에서 선호도 순

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11번과 13번 사진에서

두 집단 간 선호도 순위가 서로 달랐다. 전반적으로 보았

을 때 팔공산 방문자가 대학생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응답

집단간 차이는 대학생 집단이 실제로 사방댐을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앞서 분석되었는데 실제 경험 여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 사방댐 구성요소의 경관 영향도 및 중요도 평가

사방댐의 규모, 디자인, 재료, 녹화식물의 종류, 녹화수

준 등이 사방댐의 경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경

관증진을 위해 시공 시 각 요소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

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지금까지의 사방

댐은 재해방지 및 재해 복구 차원에서 이루어져왔으나 사

방댐의 개수가 증대되고 휴양지역 역시 확대되는 추세이

므로 사방댐 시공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휴양적 이용 기

능’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표 7. 팔공산 방문자 표본의 사방댐 선호도.

사진
번호

사방댐유형 종합선호점수
선호 경관댐
선택비율(%)*

선택이유 및 특징

4 전석사방댐 2.93 13.4 −디자인 우수

5 전석사방댐 3.59 4.2
−균형적 느낌
−자연친화적 느낌
−유수의 흐름

6 전석사방댐 3.07 7.6 −주변과의 조화

7 전석사방댐 3.77 40.3

−돌이 주는 자연성
−주변경과과 조화
−자연친화적 느낌
−생태적 안정성
−유수의 흐름

10 콘크리트슬리트댐 3.31 7.6 −심플함
−친환경적

11 버트리스댐 2.93 10.9 −인공적 느낌

12 소수력발전사방댐 2.80 4.2 −유수의 흐름
−경관과의 이질성

13 강제슬리트댐 2.97 11.8 −인공적인 느낌

주 : 사진번호는 대학생 표본에게 보여준 사진의 번호와 동일한 사진들로 구성되었으므로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한 번
호로 제시하였음
* : 선호경관댐 선택비율은 제시된 8개 사방댐 사진 중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을 선택한 결과임

표 8. 대학생 및 팔공산 방문자 표본의 사방댐 선호도 차이.

사진번호 대학생 팔공산 방문자 T값 p

5 3.01 3.59 -3.684 0.000

7 3.39 3.77 -2.342 0.020

10 2.94 3.31 -2.574 0.011

11 2.54 2.93 -2.620 0.009

13 2.49 2.97 -3.15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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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사방댐 구성요소 중 경관에 가장 많은 영향

을 미치는 요소는 ‘녹화수준’이었으며, ‘규모’의 영향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경관증진을 위하여 시공 시 중요

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재료’, ‘녹화방법’, ‘디자인’,

그리고 ‘휴양적 이용 기능’ 마지막으로 ‘규모’ 순으로 나

타났다. 즉 ‘규모’가 경관에 미치는 영향도나 중요도에서

가장 하순위에 있는 반면 ‘녹화’와 ‘재료’가 경관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이

영경 등(2010)의 연구와 같이 경관경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식물을 이용한 차폐 등

의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영향도와 중요도 평가에 있어서 표본 집단간 응답차이

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먼저 구성요소의 경관 영향도에

있어서, 대학생 표본이 팔공산 방문자 표본보다 전체적으

로 영향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대학생 표본은 ‘녹화수준’

과 ‘재료’의 영향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팔공산 방문

자는 ‘녹화수준’과 ‘녹화식물’의 영향도를 1, 2 순위로 평

가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녹화식물’ 및 ‘규모’를 제외한 세 개 요소이다.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난 항목 모두에서 대학생 집단이

방문자 집단보다 영향도를 더 크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차

이는 사방댐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응답환경이 강

의실과 실제 휴양지라는 차이가 있는데, 인공성에 대하여

인공시설 안에서 응답하는 학생들이 더 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객관

적 설명을 가능케 하는 조사자료가 없으므로 향후 이 부

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증진을 위하여 시공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구성

요소로 두 집단 모두 ‘재료’를 언급하였고, 가장 낮은 중

요도를 갖는 것은 ‘규모’로 언급하였다. 두 집단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구성요소는 ‘디자인’, ‘재료’,

‘녹화방법’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응답 차이가 나타난 3개 요소 모두에 대하여 역

시 대학생 집단이 방문자 집단보다 높은 중요도 값을 부

여하였다. 앞서 영향도 차이를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

방댐 관련 여부와 응답환경의 차이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중요도 응답 차이 역시 과학적

설명을 가능케 하는 추가 조사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부

분이다.

그림 1. 표본의 사방댐 구성요소별 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및 중요도.

표 9. 표본의 사방댐 구성요소별 경관영향도 인식 차이.

구성요소 대학생
팔공산 
방문자

T값 p

규모 3.80 3.65 1.399 0.163

디자인 4.21 3.69 3.964 0.000

재료 4.28 3.91 3.138 0.002

녹화식물 4.25 4.02 1.826 0.069

녹화수준 4.37 4.08 2.341 0.020

표 10. 표본의 사방댐 구성요소별 경관 고려 시공시 중요도
인식 차이.

구성요소 대학생
팔공산 
방문자

T값 p

규모 3.70 3.57 0.995 0.321

디자인 4.39 3.87 4.518 0.000

재료 4.59 4.25 3.451 0.001

녹화방법 4.58 4.21 4.016 0.000

휴양적 이용 기능 3.90 3.93 -0.210 0.834

표 11. 사방댐 시공재료와 녹화식물 선호도.

시공재료 선택비율 녹화식물 선택비율

돌 174(93%) 잔디 6(2.9%)

콘크리트 6(3.2%) 키 작은 나무 33(16.2%)

시멘트 6(3.2%) 키 큰 나무 25(12.3%)

철강 0 꽃나무 20(9.8%)

기타 1(0.5%) 복합 구성 12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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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방댐과 관련하여 경관에 미치는 기타요인에 대

하여 직접 기술하도록 요청한 결과, 시공기간, 시공 후 녹

화식물의 관리, 시공 후 전체 관리상태, 생태계의 변화정

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시공 장소, 전체적인 조화성

등이 언급되었다. 

5. 선호 사방댐 재료와 녹화식물

사방댐의 시공재료 중에서 경관성을 고려하였을 때 가

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박재현(2005)

의 연구에서는 인공구조물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철거하는 것이 가장 경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계상의 안정성

을 위하여 구조물 철거는 배재하였으며, 사방댐 설치 시

각종 시공재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자연재료인 ‘돌’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철강’은 전혀 선택되지 않았다. 이는

사방댐 기능별로 사용되는 재료가 다를 수 있으나 경관성

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자연재료의 활용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근우 등(2003)이 사

방댐의 시공자재는 가급적 콘크리트를 지양하고 돌, 통나

무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경관적 미려감이 돋보이도록

계통적으로 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녹화방법’에 있어서는 교목과 관목, 그리고 꽃나무, 잔

디, 이들간 복합구성을 제시하였을 때 ‘복합구성’이 가장

높게 선호되었으며, 그 외에는 ‘관목’ 그리고 ‘교목’, ‘꽃

나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근우 등(2003)에서는 사방

댐 주변 수변식물과 경관보전용 꽃나무류를 식재하여 경

관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유사한 결과이다.

시공재료와 녹화방법에 대하여 대학생 표본과 팔공산

방문자 표본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 론

사방댐의 경관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시

공된 다양한 사방댐 유형에 대한 일반인의 경관선호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사방댐은 산림경관에 영향을 미치며, 시공재료의 자연

성 여부와 녹화수준 등이 산림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방댐의 유형별 선호도는 전석사방댐 >콘크리트슬

리트댐 >버트리스댐 >소수력발전사방댐 >강제슬리트댐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방댐의 시공재료와 녹화방법, 녹

화수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사방댐의 구성요소별 경관에 미치는 영향도와 중요도

를 평가한 결과, 영향도는 녹화수준(4.19)>녹화식물(4.11)>

재료(4.06)>디자인(3.90)>규모(3.71)의 순으로, 그리고 경

관증진을 위하여 시공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의 중요도는

재료(4.38)>녹화방법(4.36)>디자인(4.08)>휴양적 이용 가

능(3.92)>규모(3.62)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외 사방댐

경관에 미치는 기타요인으로는 시공 기간, 시공 후 녹화

식물의 관리, 시공 후 전체 관리상태, 생태계의 변화 정도,

시공 장소, 전체적 조화성 등이 언급되었다.

●사방댐의 경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선호되는 재료는

돌(93%) >콘크리트(또는 시멘트)(3.2%) >기타(0.5%) >철

강(0%)의 순으로 나타나, 자연성 재료인 돌(전석)이 압도

적으로 선호된 반면에 철강은 전혀 선호되지 않았다. 사

방댐 주변 녹화방법으로는 복합구성(58.8%) >관목

(16.2%) >교목(12.3%) >꽃나무류(9.8%) >잔디(2.9%)의

순으로 선호되었는데, 다양한 식생을 이용한 복합구성이

가장 경관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방댐의 현장 시공에 있어서 경관성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주변 환경인자와 조화를 이루는 전석 등

의 자연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인공미를 최소로 줄이고, 자

연스러운 경관 창출을 위해 다양한 수종으로 녹화를 실시

하고, 사방댐을 월류하는 유출수를 활용하며, 시공 후 경

과년수에 따른 경관변화를 예측하여 최적의 관리 방법을

실행하는 등의 전략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

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향후 산지에 설치되는 사방댐의 다

양한 기능과 구조적인 안정성은 물론이고, 경관기능을 증

진시키기 위한 사방댐의 설계 및 시공 방안에 대한 연구

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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