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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림에서의 여가, 휴양 및 산림복지 등 녹색서비스와 공익적 가치 증대로 산림경관 조성과 관리

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원적 가치를 지닌 산림경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한 산림경관

선호도 평가 및 경관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점봉산, 소백산 산림경관을 대상으로 시·청

각 경관형용사를 활용한 경관평가를 실시하고 사운드스케이프 유무에 따른 산림경관 선호도 및 선호요인, 경관유형

별 경관특성(자연성, 음향성, 매력성, 심미성)을 도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사운드스케이프가 산림경관 선호도와 경관

특성에 긍정적인 상관성을 지녀 이용자의 산림경관 선호도와 경관의 질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된 본

연구결과는 산림경관을 보는 경관뿐만 아니라 듣는 경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계기이자 산림경관 내 사운드스케이

프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soundscapes on forest landscape preference in

the Baekdudaegan protected area. The study sites were selected in Jeombongsan and Sobaek National park

selected within the Baekdudaegan. The landscape preference surveys were conducted by using landscape

adjectives classified with Nature, Sound, Attractiveness, and Aesthetics. The comparative analyses examined the

difference of preferences between only visual landscapes and visual landscapes with soundscapes. The research

found out that soundscapes were associated with landscape characteristics,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improvement in landscape preference. Thus, the research can infer that forest landscape assessment consider

visual attributes as well as soundscape cues.

Key words: soundscape, forest landscape, landscape preference, landscape adjective 

서 론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경관은 시각적인 아

름다움과 장소적 가치, 생태적 가치 및 지역커뮤니티를 포

괄하는 복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09). 산림에서의 체험, 휴식, 관광 및 산림복지

등의 녹색서비스와 공익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경

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산림휴양 수요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은 물론 여가, 교육 및 치유문화 등의 발전으

로 인해 산림경관을 즐기고, 느끼고, 향유하고자 하는 목

적적 공간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산림경관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

고 있다. 이와 같이 산림경관의 가치와 수요에 대한 관심

과 활동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산림경관은 시각과 이

미지 중심의 경관조성과 관리에 치우쳐 있어 산림경관이

지닌 다양한 가치와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는 미흡한 수

준이다. 

최근 사운드스케이프는 경관어메니티 강화와 장소성 향

상을 위한 환경 디자인에서 자연 생태계, 생물종다양성 모

니터링 및 평가 등의 사운드스케이프 생태학에 이르기까

지 사운드스케이프를 대상으로 활발한 학제적 접근이 이

루어지고 있다. 특히, 시각은 경관 전방의 정보만을 받아

들이게 되나, 청각은 전방위적 정보를 받아들여 주위를 환

기시키는 능력이 있으며(Charles, 1989), 청각이 공간체험

에 있어 선호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Anderson, 1983)는 연

구 결과는 종래의 시각과 이미지 중심의 경관선호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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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를 보완하고 청각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경관정보

및 정서적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경관가치와 경관선호에

대한 다각적 이해와 해석을 확장하고 있어, 앞으로 사운

드스케이프에 대한 관심과 활용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

대된다. 

이에 산림경관의 다원적 가치를 고려한 다중감각적 접

근과 다양한 산림경관 구성요소에 대한 심층적 관리를 위

하여 산림경관 내 사운드스케이프가 이용자의 산림경관

선호도 및 경관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산림경관 내 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한 산림경

관 선호도 향상 및 산림경관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

료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

1970년대 캐나다의 작곡가인 머레이 쉐이퍼(R.murray

Schafer)가 제창한 사운드스케이프는 ‘Sound(음, 소리)’와

‘scape(~을 조망함)’의 복합어로써 청각을 통해 들리는 풍

경, 즉 시각적인 경관과 대비되는 소리 풍경으로써 청각

적 경관을 의미한다(Sung, 2002). 쉐이퍼는 시각 환경의

강조와 그에 따른 소리환경에 대한 훼손과 무관심 등으로

부터 음환경의 자연성, 쾌적성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음환

경을 창조하고자 사운드스케이프를 정의하고 연구하였다.

최근에는 사운드스케이프 생태학(Soundscape Ecology)으

로 발전하여 사운드스케이프 분석을 통해 생태계 또는 경

관에서 발생하는 소리 개체를 구분하고 기록하여 평가함

으로써 사운드스케이프 요소들과 그 관계를 이해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운드스케이프와 관련한 연구로 경관생태학적 접근 및

평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사운드스케이프 녹

음을 통해 도시와 지방간의 경관다양성 및 사운드스케이

프의 시계열적 변화를 검증하고 맵핑함으로써 경관관리

기준을 제시하였고(Joo et al., 2011), 사운드스케이프를 활

용한 생물종다양성 조사 및 생태계 건전성 평가를 통해

생태계 내의 사운드스케이프 자원을 보전하고자 방법론

개발 및 적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진행되었다(Sueur et

al., 2008; Dumyahn et al., 2011) 이외에도 미국 지질조사

국(USGB), 생태관측소네트워크(NEON), 캐나다 온타리오

주 등에서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인 자연자원 및 생물종다

양성 관리를 위해 사운드스케이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평가 등의 사운드스케이프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한 경관평가 및 경관선호

도에 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된 바 있다. 사운드스케이프

의 영향력 분석을 위해 뇌파 측정을 실시하여 사운드스케

이프의 심리적 영향 및 생리적 영향의 관계성을 규명하고

자 하였으며(Sung, 2002; Song et al., 2011; Kim, 2012),

오감을 활용한 경관선호도 평가를 통해 감각선호도 및 이

미지 영향력 분석을 실시하는 등(Ministry of Environment,

2006; Yun et al., 2006) 다중감각을 고려한 경관평가 연구

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관의 지각 및 인지적 특성을

토대로 하는 인지심리학적 관점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경

관형용사를 통해 경관의 다양한 속성을 파악하고 설명하

고자 하였다. 경관형용사는 평가자의 주관에 의한 영향이

적으면서 다양한 경관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경관의 특성 혹은 의미를 밝히기에 매우 유용하다

(Im, 1991). 이에 경관형용사를 활용하여 산림경관 선호도

및 경관 특성을 평가한 연구도 진행되었으나(Ko et al.,

2006; Cho et al., 2013), 다른 유사경관에 비해 인지심리학

적 평가사례가 부족한 편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검토

한 결과 경관은 인간의 다중감각을 통한 종합적인 지각으

로 그 아름다움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관평가

방법은 시각적인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경관이 지닌 다

양한 요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경관에서의 사운드스케이프 활용가능성이 높아지는바,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써 사운드스케이프를 활

용한 경관평가 및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 산림경관의 인

지심리학적 평가를 통해 산림경관의 느낌, 감정, 이미지

등 산림경관의 질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산림경관 관리 기본계획’

(Korea Forest Service, 2009)에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우수한 경관지역으로 지정된 점봉산과 소백산의 산림유

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산림경관 및 사운드스케이

프 훼손이 심한 경기도 양주시 채석단지를 비교군으로 선

정하였다. 또한, 사운드스케이프 음원 수집을 위해 조류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4월~5월의 번식기를 중심으로 대상

지 산림유역의 등산로를 따라 500 m 내외를 기준으로 조

사지점을 설정하여 점봉산 곰배령 8개, 조침령 11개, 소백

산 죽령 14개, 고치령 15개, 채석단지 2개의 총 50개 지점

의 사운드스케이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산림경관의 유형별 경관선호도를 평가하고, 사운드스케

이프 유무에 따른 산림경관 특성 및 상관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표 산림경관 및 사운드스케이프 음원의 선정, 경

관형용사 추출 및 선정을 통한 산림경관 평가도구의 개발,

설문 평가, 평가결과 분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2. 대표 산림경관 및 사운드스케이프 음원 선정 

산림경관의 유형별 대표 산림경관을 선정하고자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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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센서 설치 지점을 지형적 특성에 따라 산정형, 산록형,

계곡형 및 인공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조망점에서 촬영한

각 구간의 경관사진 중 산림경관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으로 각각 4장씩 선정하여 총 16장의 대표 산림경관

을 선정하였다.

대표 산림경관에 부합하는 사운드스케이프 도출을 위

하여 경관생태학을 전공한 2인의 전문가가 Cooledit 2000

을 활용하여 사운드스케이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림경관에서 도출된 사운드스케이프는 바람소리,

비소리, 물소리 등의 물리적 소리의 Geophony, 새소리, 양

서류, 곤충 울음소리 등의 생물류 소리의 Biophony, 자동

차, 기차, 중장기 등의 인위적 소리인 Anthrophony로 구분

하였다(Gage et al., 2001; Qi et al., 2008; Joo et al., 2011,

Pijanowski et al., 2011). 사운드스케이프 음원의 주파수를

시각적 이미지로 분석한 결과 소리의 세기가 크고, 데시

벨이 높은 음원일수록 큰 진폭을 보이고 있으며, 인공형

경관에서는 Anthrophony, 계곡형, 산록형에서는 Geophony,

Biophony가 주로 도출되었다(Table 1). 

3. 경관형용사에 의한 산림경관 평가도구 개발

산림경관과 사운드스케이프의 경관 평가에 적합한 형용

사를 선정하고자,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을 분석하기 위한

Feimer의 경관형용사 목록(Feimer, 1979)과 자연경관, 산림

경관 및 사운드스케이프 경관평가를 수행한 선행연구(Shin

et al., 2007; Han et al., 2007; Joo, 2009; Song et al.,

2011; Cho et al., 2013)를 참조하여 시각·청각형용사 45쌍

을 1차로 선정하였다. 45쌍의 경관형용사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조경 및 산림전공 박사과정 이상의 전문가 10인을 대

상으로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크론바하

알파(Chronbach’s Alpha)는 0.713으로 나타났다.

Figure 1. The process of Research.

Figure 2. Forest landscape images by landscape types and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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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쌍의 경관형용사 중 대표 경관형용사 추출을 위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주성분을 추출하였으며,

고유치가 1이상인 설명력이 높은 요인을 바탕으로 4개의

요인을 도출하고 11쌍의 대표형용사를 도출하였다. 제1요

인은 「다채로운-단조로운」,「매력적인-평범한」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항목들은 산림경관요소

의 다양성과 매력에 기인하는 요인으로 매력성으로 명명

하였다. 제2요인은 「자연적인-인공적인」,「상쾌한-불쾌

한」,「청정한-오염된」과 같은 항목으로, 산림경관이 지

닌 자연적이고, 깨끗한 자연성과 청정성, 그로인한 쾌적성

에 기인하는 요인으로 자연성으로 명명하였다. 제3요인은

「조용한-시끄러운」,「동적인-정적인」,「명랑한-우울

한」,「우렁찬-차분한」과 같은 항목으로, 산림경관과 산

림경관의 사운드스케이프가 지닌 청각적 영향에 기인하

는 요인으로 음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제4요인은「낭만적

인-현실적인」,「아름다운-추한」과 같은 항목으로, 산림

경관의 물리적인 심미성과 특색있는 경관으로 인한 낭만

적 정서에 기인하는 요인으로 심미성으로 명명하였다. 

4. 경관 평가 및 분석

산림경관 평가를 위하여 도출된 대표 경관형용사 총 11

쌍을 7점 어의구별척도로 구성하고, 전체 경관에 대한 선호

도를 10점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1월 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 서울

Table 1. Soundscape frequency analysis in Forest Landscapes.

Classification
 Anthrophony  Geophony  Biophony

human car airplane wind rain water bird insects mammal

Peaks landscape 38 16 2 20 174 173 30 - 120 117 2 1

Foothills landscape 61 7 24 30 277 75 11 191 242 241 1 -

Valley landscape 72 3 50 19 377 105 26 246 234 234 - -

Human-disturbed landscape 119 19 118 15 3 112 105 39 162 124 38 -

Figure 3. Spectrograms of soundscapes in the 16 forest landsc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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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산림환경학 및 생태조경학 전공 대학원생 12인과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는 관

련 업무종사자 28인을 대상으로 총 40명이 참가하였다.

평가에 앞서 평가목적 및 진행방법을 설명하였으며, 대표

산림경관 16장의 이미지를 임의로 순서를 정하여 빔 프로

젝트를 이용하여 슬라이드 1개당 약 40~50초 간격으로 경

관평가를 진행하였다. 우선 산림경관 이미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산림경관 이미지

에 사운드스케이프 음원을 동시 재생하여 경관평가를 실

시하였다. 수집된 40부의 설문 중 미흡한 3부를 제외한 37

부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평가결과 분석은 SPSS 20.0 for windows와 Microsoft

Excel20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였고, 통계적 검증을 위한 t-test분석과 경관특성이 경관선

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경관형용사를 활용한 경관미 평가에서 요인분

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경관 분석은 일반적인 분석

방법으로(Im, 1991) 상관관계 유무 및 상관계수 해석을 통

한 상관관계의 강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여, 자연경관,

도시경관 및 가로경관 등의 경관미 평가와 그 상관성 분

석에 관한 연구(Kim, 2009; Cho, 2010; Cho and Im, 2013)

에서 주로 쓰이고 있다.

결과 및 고찰

1. 산림경관 선호도 평가 

산림경관 유형별 대표 산림경관의 경관특성을 도출하

기 위해 경관형용사와 경관선호도의 평균을 산출하여 비

교 분석하였다. 가장 높은 경관선호를 보인 경관은 계곡

형 11번 희방계곡으로 시각, 청각선호도 평균 모두 8.62로

높은 경관선호도를 지니고 있으며, 암석, 수목, 수경관 등

다양한 산림경관 요소가 어우러진 경관으로 ‘자연적인’,

‘상쾌한’, ‘우렁찬’ 이미지로 자연성과 음향성이 높게 도

출되었다. 반면 가장 낮은 경관선호도를 지니는 경관은 인

공형 13번 양주채석단지로 시각선호도 평균 2.14, 청각선

호도 평균 1.97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사운드스

케이프 음원 제공시 경관선호도가 감소하였다. 노출된 채

석면과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 등 경관 부조화, 채석하는

소리 및 차량이동의 소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인공적인’, ‘불쾌한’, ‘시끄러운’ 이미지로 자연

성과 음향성이 낮게 도출되었다. 

시각이미지 제공시의 경관선호도와 사운드스케이프 음

원 동시 제공시의 경관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사운드스케

이프 유무에 따라 경관선호도의 평균값의 차이를 나타냈

다. 사운드스케이프 음원 제공시 경관미가 증가한 경우는

전체의 68.8%로,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산록형 6

번(평균차 1.14), 계곡형 12번(평균차 0.86), 산록형 8번(평

균차 0.81)의 순이며 나머지의 차이는 매우 근소한 편이

다. 산록형 6번과 8번의 경관은 인공적 훼손이 적은 정비

되지 않은 원형의 산림경관을 지니며, 계곡형 12번은 인

공적 교량이 설치되어 시각적 경관선호도는 비교적 낮게

도출되었다. 그러나 사운드스케이프 음원 제공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 요소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새소리(38.4%)

와 물 흐르는 소리(24.2%), 수목(15.6%) 등의 자연음의 사

Table 2.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to classify landscape adjectives.

Factor Landscape adjective Comp.1 Comp.2 Individual graph

1
Various - monotonous 1.222 1.666

Attractive - ordinary 2.128 1.515

2

Natural - artificial -2.229 2.016

Fresh - unpleasant -1.928 2.387

Clean - contaminated -1.230 2.035

3

Quiet - noisy -2.208 -1.619

Dynamic - static -1.814 -2.077

Cheerful - depressed -1.546 -2.057

Sonorous - calm -1.385 -2.020

4
Romantic - realistic 2.376 -1.269

Beautiful - unbeautiful 3.399 -1.092

Eigenvalue 1.869 1.378

Variance percentage 0.349 0.189

Accumulate percentage 0.34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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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드스케이프가 청량감을 제공함에 따라 경관선호도가 향

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운드스케이프 음원

제공시 경관미가 감소한 경우는 산정형 3번(평균차 1.22),

산정형 1번(평균차 0.95), 인공형 14번(평균차 0.35)의 순

이다. 산정형 1번과 3번은 하늘과 능선이 조화되는 스카

이라인을 지녀 높은 경관선호를 보이고 있으나, 사운드스

케이프 음원 제공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강한 바람소리(14.6%), 비행기 이륙소리

(12.7%), 건축물(8.9%)등의 사운드스케이프가 위압감을 조

성하면서 경관선호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인공형 14번은

건축물로 인해 비교적 낮은 시각 경관선호도를 보였으며,

사운드스케이프 음원 제공시 자동차 운행소리(10.2%), 대

화소리(7.0%) 등의 인공음에 의해 경관선호도가 감소하였

음을 확인하였다. 

경관 선호에 영향을 준 경관 요소의 빈도분석 결과 사

운드스케이프 음원 제공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는

Geophony, Biophony 등 물 흐르는 소리와 새소리 등의

쾌적한 자연음이 존재할 때 경관선호도가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Anthrophony의 위압적인 인공음은 경관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공물

과 자연물이 경관에 함께 존재할 때 자연물보다 인공물

이 두드러지게 인지됨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는 자연친화

적인 인공요소의 도입은 경관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나, 이질적이고 부조화스러운 인공요소의 도

입은 주변 경관과 강한 대비를 지니면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산림경관일수록 건축물,

표지판 등과 같은 인공적 경관요소 도입에 각별한 고려

가 필요하다.

Table 3. Forest landscape images of landscape preference variation.

Classification Landscape images

Increase in Landscape preference  

Decrease in Landscape preference  

Figure 4. Landscape characteristic analysis of Peaks and Foothills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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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경관 유형별 경관특성 비교

산림경관 유형별 경관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산정형의

경관은 하늘과 산세, 스카이라인이 조화된 파노라믹 경관

으로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연속성을 지녀 시각 경관선호

도 7.10의 우수한 경관으로 ‘상쾌한’, ‘청정한’ 이미지를

지닌 자연성이 높게 도출된 반면, 사운드스케이프 음원 제

공시 위압적인 바람소리, 비행기 이륙소리 등의 Geophony,

Anthrophony의 영향으로 청각 경관선호도는 6.66으로 감

소하였으며, ‘시끄러운’, ‘동적인’ 이미지의 증가와 함께

매력성과 심미성이 다소 감소하였다. 산록형의 경관은 주

로 근경에서 수목과 수간의 형태, 색채, 질감 등이 관찰되

는 세부경관과 임도를 따라 수관이 터널처럼 형성된 관개

경관이 발달한 유형으로 시각 경관선호도는 5.05로 평가

되었다. ‘자연적인’, ‘청정한’ 이미지를 지닌 자연성이 높

은 경관으로 사운드스케이프 음원 제공시 Biophony,

Geophony의 새소리와 포유류소리, 바람에 부딪히는 수관

소리의 영향으로 청각 경관선호도 5.58로 경관선호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채로운’, ‘낭만적인’ 이미지의

증가와 함께 매력성과 심미성이 향상되었다. 

계곡형의 경관은 수목과 암석, 수경관이 조화된 다양성

을 지니는 산림경관으로 흐르는 계곡물을 따라 방향성을

이루며 우세한 경관특성을 보이는 세부경관으로 시각 경

관선호도는 6.87로 높게 평가되었다. 사운드스케이프 음

원 제공시 Biophony, Geophony 새소리, 규칙적으로 흐르

는 물소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각 경관선호도는

7.26으로 증가하였으며, ‘상쾌한’, ‘우렁찬’, ‘아름다운’ 이

미지 등 자연성과 심미성, 매력성이 증가하였다. 인공형의

경관은 채석단지와 함께 산림이용을 위한 진입공간, 휴게

공간으로 건축물,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각 경관

선호도는 4.00으로 저조하였으며, ‘단조로운’, ‘현실적인’

이미지가 낮게 도출되었다. 사운드스케이프 음원 제공시

청각 경관선호도는 4.12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사운드스케

이프 음원은 Anthrophony의 차량 이동소리, 대화소리 등

으로 구성되어 ‘시끄러운’, ‘동적인’ 이미지가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낮은 경관선호도를 지닌 인공형 경관임에도

불구하고 인공형 15번의 시각 경관선호도는 6.43으로 우

수한 편이며, 사운드스케이프 음원 제공시 청각 경관선호

도도 6.84로 증가하였다. 이는 산림 내 수목이 우거진 휴

게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 다양한 새소리 등이 음

향성과 매력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긍정적인

산림이용 사례로 볼 수 있다. 

유형별 산림경관의 사운드스케이프 유무에 따른 경관

선호도 평균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분석한 결과 5%의 유의수준에서 계곡형, 인공형을 제외

한 산정형(t = 1.842, p<0.05)과 산록형(t = -2.015,

p<0.05)의 경관선호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계곡형(t = -1.851, p = 0.068)의 유의수

준은 p<0.05 이상이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를 지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운드스케이프 유무에 따른 경

관선호도의 평균 차이를 대표 산림경관 지점별로 통계 분

석한 결과 산정형 1번(t = 2.467, p<0.05), 산정형 3번

(t = 3.645, p<0.01), 산록형 6번(t = -2.890, p<0.01), 계곡

형 12번(t = -2.433, p<0.05)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사운드스케이프 음원 제공

시 경관미가 가장 크게 증감한 주요 사례로 대상지의 사

운드스케이프 유무에 따라 경관선호도에 유의미한 차이

Figure 5. Landscape characteristic analysis of Valley and Human-disturbed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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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사운드스케이프와 산림경관선호도의 상관성 분석

산림경관 선호도(종속변수)에 산림경관 특성(독립변수)

자연성, 음향성, 매력성, 심미성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사운드스케이프 유

무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시각 경관선호도와 경관특성에서 가장 상관관계가 높

게 나타난 경관특성은 심미성이며, 음향성은 약한 상관관

계를 지니거나, 산정형, 산록형, 계곡형의 유형에서는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운드스케이프

음원 제공시 청각 경관선호도와 경관특성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유형에서 음향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청각 경관선호도와 음향성

Table 4. Description and statistics(T-test) analysis of forest landscape preferences.

Classifica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Visual sense
(a)

Mean 7.0000 7.570 8.0000 5.840 6.320 4.6200 5.050 4.220 6.540 7.430 8.620 4.890. 2.140 3.650 6.430 3.780

Std. 1.4300 1.320 1.300v 1.640 1.540 1.9900 1.790 1.850 1.440 1.190 1.360 1.66.0 1.350 1.680 1.860 1.390

Audit-ory
sense (b)

Mean 6.0500 7.860 6.7800 5.950 6.680 5.7600 4.860 5.030 7.160 7.510 8.620 5.76.0 1.970 3.300 6.840 4.380

Std. 1.8300 1.220 1.5100 1.430 1.320 1.3200 1.560 1.700 1.340 1.210 1.200 1.38.0 1.480 1.540 1.500 1.560

Difference (b-a) -0.9500 0.300-1.2200 0.110 0.350 1.1400 -0.190 0.810 0.620 0.080 0.000 0.86.0 -0.160 0.350 0.410 0.590

T-test

T 2.4670 -1.001 3.6450 -0.302 -1.013-2.8900 0.483 -1.954 -1.916 -0.290 0.000 -2.433. 0.491 0.935 -1.031 -1.721

df 7200 720 7200 720 720 720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p-value .016*. .320 .001** .764 .314 .005** .630 .055 .059 .773 1.000 .017* .625 .353 .306 .090

*p<0.05, **p<0.01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of landscape preference and landscape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Visual sense Auditory sense

Preference Nature Sound Attraction Aesthetic Preference Nature Sound Attraction Aesthetic

Peaks
landscape

Preference 01 　 　 　 　 01 　 　 　 　

Nature 0.554** 01 　 　 　 0.689** 01 　 　 　

Sound 0.080 0.290 01 　 　 0.519** 0.543** 1 　 　

Attraction 0.541** 0.415* 0.419** 01 　 0.512** 0.574** .483** 1 　

Aesthetic 0.570** 0.601** 0.464** 0.748** 1 0.736** 0.694** .463** .662** 1

Mean 7.101 5.538 4.424 4.480 4.929 6.66 5.44 4.20 4.38 4.72 

Std. 1.066 0.668 0.486 0.718 0.755 0.98 0.81 0.36 0.88 0.92 

Foothillslandscape

Preference 01 　 　 　 　 01 　 　 　 　

Nature 0.624** 01 　 　 　 0.626** 01 　 　 　

Sound 0.316 0.381* 01 　 　 0.461** 0.488** 01 　 　

Attraction 0.513** 0.471** 0.120 1 　 0.322 0.525** 0.444** 1 　

Aesthetic 0.672** 0.690** 0.269 .716** 1 0.515** 0.652** 0.335* .707** 1

Mean 05.054 4.725 4.311 3.429 3.720 5.58 4.87 4.15 3.90 3.95 

Std. 1.327 0.685 0.419 0.868 0.740 0.88 0.72 0.36 0.72 0.59 

Valley landscape

Preference 01 　 　 　 　 01 　 　 　 　

Nature 0.505** 01 　 　 　 0.478** 01 　 　 　

Sound 0.245 0.260 001 　 　 0.436** 0.611** 01 　 　

Attraction 0.457** 0.484** 0.241 01 　 0.390* 0.583** 0.693** 01 　

Aesthetic 0.565** 0.370* 0.391* 0.564** 1 0.549** 0.541** 0.660** 0.804** 1

Mean 6.872 5.881 5.008 4.932 4.916 7.26 5.92 5.11 5.18 5.19 

Std. 0.942 0.394 0.293 0.515 0.596 0.88 0.48 0.53 0.74 0.71 

Human-disturbed
landscape

Preference 01 　 　 　 　 01 　 　 　 　

Nature 0.635** 01 　 　 　 0.793** 01 　 　 　

Sound 0.477** 0.638** 01 　 　 0.477** 0.437** 01 　 　

Attraction 0.421** 0.508** 0.486** 01 　 0.461** 0.501** 0.556** 01 　

Aesthetic 0.636** 0.778** 0.554** .607** 1 0.770** 0.770** 0.488** 0.575** 1

Mean 4.000 3.149 3.826 2.970 3.010 4.12 3.20 3.92 3.21 3.02 

Std. 1.099 0.644 0.377 0.705 0.648 1.09 0.60 0.38 0.80 0.73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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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5 참조). 사운드스케이프 음원 제공시 청각 경관선

호도와 경관특성은 심미성 > 자연성 > 음향성 > 매력성

순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경관선호도뿐만 아니라 개별 경

관특성들은 상호 높은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계곡형의 청각 경관선호도와 경관특성간의 상관관

계계수는 0.390~0.804의 범위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향성과 매력성’의 상관관계계수는

0.693으로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사운드스케이프 유무에 따라

경관선호도와 경관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음향성이 경관선호도의 향상뿐만 아니라 자연성, 매력성

등의 다른 경관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

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산림경관이 지닌 다원적 가치와 특성을 고려

한 산림경관 평가를 위해 기존 시각 위주의 산림경관 평

가를 보완하고 다양한 측면으로 평가하고자 사운드스케

이프를 활용한 산림경관 선호도 평가와 경관특성에 대한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산림경관 유형을 산정형, 산록형,

계곡형 및 인공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경관분석 및 경관

형용사를 활용하여 사운드스케이프 유무에 따른 경관선

호도 및 경관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개별 산림경관에 대한 경관선호도를 평가한 결과 사운

드스케이프 음원 제공시 산림경관과 조화되는 쾌적한 자

연음과 자연과 조화되는 경관요소가 경관선호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위압적인 인공음과 이질적인

인공요소는 경관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하여 경관선호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 분위기 및 사운드스케

이프 종류 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산림

경관의 경관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감각은 시각

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운드스케이프

음원 제공시 산정형과 산록형의 경관선호도와 자연성, 심

미성 등의 경관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음향성이 경

관선호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반면, 계곡형과 인공형의 사운드스케이프 유무에 따른

경관선호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나, 경관선호도와 경관특성이 높은 상관성을 지니

며, 이는 평가자에게 사운드스케이프 음원이 들리지 않아

도 소리가 발생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계곡물, 채석면

등의 시각적 요소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경관특성 중 음향성이 경관선호도 향상에 정적인 상관관계

를 지니고, 매력성과 심미성 등의 다른 경관특성과 긍정적

상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용자가 선호하는

물소리, 새소리 등의 쾌적한 사운드스케이프의 도입은 산

림경관 선호 및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각과 청각의 다중감각과 사운드스케이프 유무에 따

른 경관선호도 및 경관특성의 상관성에 대해 분석한 본

연구 결과는 시각적인 경관 관리 이외에 사운드스케이프

도 경관요소로써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필요성을 시사하

고 있으며, 산림경관을 바라보는 경관뿐만 아니라 듣는 경

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상지의 산림경관 및 유형이

제한적이고, 한정된 사운드스케이프 음원을 적용하였기에

모든 산림경관 특성을 대변하기에 어려우며, 경관선호도

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을 규명

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보다 종합적인 산림경관 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대상지와 산림경관 유형의 확대

및 산림경관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 도출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운드스케이프가 산림

경관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보다 종합적

인 산림경관평가와 관리를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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