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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landscape resources survey and foreign cases in order to determine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it. Several cases are compared based on the evaluation method, the evaluation criteria and
the application plan. Twelve domestic cases of landscape resources survey are review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n status, and 5 foreign cases to determine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ystem.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ome implications are drawn for domestic landscape resource system. First of all,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more objective criteria to evaluate and select landscape resources. Various values of landscape
resources should be included into the criteria and more people, as well as experts, should participate to reflect local conditions.
Secondly, the management for the landscape resources must be implemented continuously.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a
periodic reassessment system and to construct and manage a database of the landscape resources. Lastly, the landscape
resource system should be integrated into other programs such as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landscape planning.
For a better landscape resource management system and efficient evaluation, resources should be comprehensively managed
including various landscape type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supporting policies and legislation.
This research covered only the current status of the landscape resource survey and reviewed a limited number of foreign
cases. Despite these limitations, it is meaningful for showing the importance of landscape resource management and to
suggest some future tasks for better landscape resource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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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하 신윤지

평가 체계에 있어 평가방법, 평가기준, 활용방안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경관자원 평가의 의미와
중요성 등을 파악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관자원의 정의와 유형을 검토하고, 경관자원에 관한 평가방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12개 국내 경관자원 조사 및 평가 사례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관자원
관련 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5개의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경관자원 관리체계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12개의 국내 경관자원 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종합하였다. 첫째, 경관자원
조사 기준이나 선정 절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관자원의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고,
지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명확한 평가기준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경관자원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관자원에 대한 재평가제도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경관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된 경관자원을
영향평가나 경관계획과 같은 다른 제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경관자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경관자원 조사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에 그치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국내외 경관자원 조사현황을 분석하여 경관자원에 대한 평가방법,
기준, 활용방안 등을 파악을 통하여 향후 경관자원관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경관계획, 경관평가, 평가기준, 경관법, 경관유형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경관계획 분야에서
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
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각 지자체들이 자
발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경
관계획 수립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
이미 약 30% 이상의 지자체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큰 변화
가 일어났다(Joo and Kim, 2010). 2013년 경관법 전면 개정으
로 일부 지자체들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앞으로 더
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관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경관계획 수립이 일반화 되면서 ‘경관자원’이라는 표현도 널
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경관자원이 법적 용어로 처음 등장한
것은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인데, 일반적으로는 경관적으로
우수한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현재 경관계획수
립지침에서는 해당 도 및 시․군에 걸쳐 있는 경관자원 중 자원
의 중요도와 가치 등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에서 관리하여야 할
경관자원을 분포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유형별로 자연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 농산어촌경관자
원, 시가지경관자원,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
지역상징경관자원으로 구분하여 조사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계획의 기초자료가 되는 경관자원의 조사방법과 기
준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
으며, 이와 관련한 경험 또한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Park, 2011). 현재까지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현황조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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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방법 및 결과의 객관성을 담
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나(Park and Yang, 2014), 경관자원을
조사하는 용역수행자가 대부분 외부인인 경우가 많아 지역 특
색이나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주관적 판단에 의해 조
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 바도 있다(Joo, 2014).
한편, 2000년대 초반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토경관자
원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경관자원을 파악하고자 하는 다
양한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예를 들면 2002년 국
토해양부에서 실시한 “아름다운 도로” 선정과 같은 해 산림청
에서 실시한 “한국의 100대 명산”, 2007년 농촌진흥청에서 주
관한 “농촌 어메니티 100선” 등이 해당된다. 개별 지자체가 경
관계획의 일환으로 경관자원을 조사하는 것에 비해서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조사는 전국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체
계적으로 경관자원을 관리하고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관자원 조
사들은 일회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부처 간 협력부족
으로 다른 제도와 연계되지 못하여 파급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는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렇듯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경관
자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과 경관자원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경관자원 조사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경관자원 조사 현황을 분
석하고, 해외에서 진행된 경관자원 조사체계를 비교하여 향후
국내 경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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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경관자원
조사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개별 경관계
획 내실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경관자원의 정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관자원이라는 용어는 경관법에 경
관자원의 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면서 매우 일
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경관자원 조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경관자원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관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경관자원에 대한 설명을 살
펴볼 수 있다. Kim(2012)은 경관자원을 “인간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자원 중 시각적이고 심상을 자극하는 지리적인 자원
으로서 지역이 내포하는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가변적인 요소”
로 정의하였다. 즉, 경관자원을 해당 지역에서 시각적으로, 혹
은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정의하여 가장 본질적인 경관
자원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Bahk et al.(2010)은 도시지역에서의 경관을 “우리가 일상생
활 속에서 체험하는 도시의 모습을 의미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도시민의 삶의 모습이 시각적, 문화적으로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관리되고 조절되어
야 할 대상”으로 정의하였으며, Park and Yang(2014)은 “그
도시를 상징하며, 시민들에게 도시다움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경관자원을 정의하였다. Kim et al.(2008)은 농촌경관
자원에 대해서 “농촌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구체적으로 인간 활
동이구현된모든산물”로설명하였으며, Rural Research Institute
(2003)는 “주민들의 아이덴티티와 공동체의식을 함양을 위한
밑거름과 같은 역할을 하며, 주민들의 어메니티 향상에 기여하
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농촌 지역에서는 시각적인 특징 외에
주민들의 활동과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다.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2012)은 경관자
원에 대해서 “경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자연경관자
원과 인문경관자원을 총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으
로 영향하는 경관대상 만을 말하지만, 잠재적인 조망점도 자원
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는 경관자
원에 대한 개념을 시각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 인
간의 활동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경관자원의 유형을 나열하면서 경관자원의 특성을 간
접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Kim(2011)은 “경관
자원은 물리적 경관자원과 인문적 경관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물리적 경관자원에는 자연경관자원, 수변경관자원, 역사․
문화경관자원, 농촌경관자원, 시가지경관자원, 도시기반시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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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원, 산업경관자원이 포함되며, 인문적 경관자원에는 상징
적 이미지, 지명유래, 행사나 이벤트 및 풍수지리가 포함된다”
고 정의하여 경관자원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현재 경관법에서는 경관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대신에
경관자원 조사 대상을 설명하면서 “해당 도 또는 시․군의 경
관특성을 나타내거나,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경관자원 중에
서 자원의 중요도, 가치 등을 기준으로 해당 도 또는 시․군에
서 관리하여야 할 주요 경관자원을 조사하며, 경관자원의 분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et al., 2014). 즉, 해당
지역 내에서 경관적인 중요도와 가치가 높아, 관리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경관자원이란 용어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Kim(2011)의 연구와 유사하게 경관자원의 유형을 열거
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경관자원의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
데, 자연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 농산어촌경관자원, 시가지경
관자원,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 지역상징경
관자원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경관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기회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경관에 부정
적․제약적인 자원을 함께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상
징적 지역이미지, 지역의 생활상, 그 밖의 역사문화자원 등 비
물질적 경관자원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경
관법에서 경관자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는 이유는 경
관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경관
자원 조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관자원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시각적으로 영향이 큰 대상으로 설명하려는 본질적인 정
의에서부터 인간의 상호작용의 결과, 혹은 문화적 산물로 경관
자원을 이해하려는 확장된 개념, 그리고 다양한 경관자원 유형
을 나열하는 방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경관자원을 파악하려
는 설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었다. 연구
목적이나 적용범위 등에 따라 경관자원을 정의하는 방식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개별적인 연구의 경우나 특정 경
관유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시각적인 영향이나 문화
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식이, 그리고 지자체 단위의 경관자원
조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관자원 조
사 방식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자원을 시각적 특성 외에 인문적, 문화적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개념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경관유형의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와 선정한 중앙정부 차원의
경관자원 조사 관련 사업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2. 경관자원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경관자원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경관자원 평가방법을 위
한국조경학회지 제 43권 3호(2015년 6월)

29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69

한 연구와 경관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우선, 경관자원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로는 도로경관, 농촌경
관과 같이 특정 경관자원 유형에 대한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연
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Hwang(2007)은 해외 경관도로(Scenic
Byway) 평가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의 경관도로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Kim et al.(2008)은 다양한
유형의 경관 및 도로를 평가할 수 있는 포괄성, 이해도 및 자료
취득 용이성, 지속가능성 3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여 도로 주변
의 경관적 가치, 도로 내부의 경관적 가치, 도로 특성 및 도로
운영 등과 평가항목을 제안하였다.
농촌경관자원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Lee et
al.(2010)은 경관계획 수립 시 전문가 평가에서 반영되지 못하
는 경관요소를 도출하고자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관요소와 자
연경관, 생활경관, 역사문화경관요소를 종합하여 경관맵 작성
을 하였으며, 이를 경관평가기법으로 제시하였다. Kim(2011)의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의 경관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경
관자원 조사 및 평가 과정을 제시하고, 경관계획 수립의 과정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2012)는 산림경관관리사업을 위한 산림경관조사를 위
해서 경관인벤토리 항목을 제안하였는데, 크게 자연경관, 인문
경관, 시각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세부항목으로 나누
어 구체적인 조사지침을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산
림경관자원도로 작성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
제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경관자원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개별
경관유형에 대해서 조사기준이나 방법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경관유형에 대한 선정
기준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실제 조사로 이
어지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경관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조사된 경관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도 여
러 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었다. 먼저 Han(1999)는 자연마을에
서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일관성이 있는 자원평
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농촌, 산촌, 어촌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
을 평가하였다. Han(2003)는 농촌지역의 경관시뮬레이션 결과
와 공중사진을 연계하여 지역 경관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이때
경관형성요소를 농가․취락, 농지, 도로, 하천, 수림, 기타공간
으로 구분하여 결과적으로는 경관정보 가시화기법을 구축하고
자 하였다. Park(2011)은 경관자원구성요인을 분석하여 지역
별 중요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특색이 나타나는 경
관자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경관계획이 되는데 활용
하고자 하였다. Song and Kim(2012)은 산림경관자원 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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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가이드라인
(경관관리 지침) 제안의 필요성, 스카이라인 개선제안, 관광과
의 연계,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문화․레크레이션 등과 같은
측면으로 연결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Park and Yoo(2009)의
연구에서는 식물원 조성 시 지역경관자원을 반영하고 활용하
기 위한 계획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경관자원을 자연자
원, 역사문화자원, 사회적 자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이 연구들은 경관계획, 지역자원 발굴, 개별 프로
젝트 설계 등에서 경관자원 조사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관자원 조사결과가 지역
계획에 반영하거나, 지역별 경관특성을 반영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경관자원 관련 연구들은 특정 경관자
원 유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보다 다양한 경관자원들을 종
합적으로 조사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
된다. 경관자원 평가방법이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특정 경관자원 유형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여 다른 유형의 경
관자원 평가나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관
자원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에 앞으로는 보다 종합적인 경관
자원 조사와 활용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Ⅲ. 연구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경관자원과 관련된 연구는
특정 유형의 경관자원에 한정되거나, 제한된 지역 내의 경관자
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경관계획 및 관리
를 위해서는 경관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가 필
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체계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지금까지 진행된 ① 경관자원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 ②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경관자원 조사 사례 조사를
경관자원 유형별로 구분하여 국내 경관자원 조사 현황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또한 ③ 해외에서 진행된 경관자원 조사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경관자원 조사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분석대상이 될 수 있는 경관자원 조사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서 경관계획수립지침(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et al., 2014)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관
자원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는 경관자원
을 자연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 농산어촌경관자원, 시가지경관
자원,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과 같이 크게 여
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경관자원 조사
사례도 이와 같이 구분하고, 각 유형별 조사사례를 선정하였다.

국내 경관자원 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

각 유형별 경관자원 조사 사례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
한 사례를 선정하였는데, 이들 조사가 전국적 차원에서 진행되
어 중요한 경관자원들을 발굴하였고, 경관자원 선정에 비교적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선정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중
서울시 우수경관 조망명소는 전국단위의 조사는 아니지만, 서
울시의 광역적인 범위와 다양한 시가지 경관유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2000년대 이후로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어 왔는데, 향
후 경관자원 조사와 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가장 빈번하게 경관자원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지
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 시 진행하는 경관자원 조사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주로 관할구역 내의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
이므로 전국 단위의 조사인 중앙정부 차원의 경관자원 조사와
는 특성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다만, 향후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한 경관자원 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상과 같은 경관자원 구분 기준에 의해 국내 경관자원 분석
및 조사 현황을 검토하였다. 국내 경관자원 분석 및 조사 사례는
각종 문헌검토와 각 부처 사업사례 검토, 그리고 인터넷 검색 등
을 통해 총 12개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Table 1 참조). 먼
저 자연경관 유형에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전국자연경
관조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 자연경관 100경’, 문화
체육관광부의 ‘사진 찍기 좋은 명소’를 살펴보았으며, 산림경관
자원으로는 산림청의 ‘한국의 100대 명산’, 산림청과 국립산림
Table 1. The domestic landscape resource survey by landscape types

Type of landscape
Cases
resources
onal survey of natural landscape
Natural ∙Nati
∙Top
natural wonders in Korea
landscape ∙The 100
photo spots
great 100 mountains of Korea
Forest ∙The
∙The
survey and landscape planning for the forest
landscape landscape
resources
onal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Agricultural ∙Nati
of the rural amenity resources
landscape ∙Survey
∙Rural amenity selection
Urban area ∙Great view points in seoul
landscape
scenic roads
Urban ∙Korean
∙100
sceni
roads of Korea
infrastructure ∙52 sceniccroads
of Korea
Historical
& cultural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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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의 ‘산림경관자원 조사․경관계획’ 사례를 선정하였다.
농산어촌경관자원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농어업 유산제
도’, 농촌진흥청의 ‘농촌 어메니티자원 조사’, ‘농촌 어메니티
100선’이 해당된다고 파악하였고, 시가지경관자원으로는 서울
특별시의 ‘서울시 우수경관 조망명소’를 조사하였으며, 다섯 번
째 유형인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으로는 건설교통부의 ‘아름다
운 도로’, ‘아름다운 길 100선’, 국토해양부의 ‘한국의 경관도로
52선’을 선정하였다.
역사문화경관자원 유형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규모에서 진행
된 경관자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역사
문화경관자원은 문화재, 근대건축물, 기념비 등과 같이 역사적
으로나 전통적으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뜻하는데, 이들
의 상당수는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어 경관자원으로서 조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촌 어메니티자원 조사’와
‘농촌 어메니티 100선’과 같은 경관자원 조사에서 부분적으로
역사문화경관 또는 전통자원 등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지정함
으로써 역사문화경관자원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한편, 해외에서의 경관자원 조사 및 관리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경관자원관리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외
사례의 경우, 통일되는 경관자원의 유형 구분이 국내 상황과 일
치하지 않기 때문에, 유형별로 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는 않았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으로는 미국의 ‘국가 경관도로 프
로그램(National Scenic Byway Program)’, ‘국가 야생경관하
천 시스템(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와 일본
의 ‘풍경가도’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 총 5개의 해외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 경관자원 조사 사례와 해외 경관자원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 조사주체, 시행년도, 목적 및 선정기준, 선정개수, 선정방
법, 활용방안 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국내 경관자원 조사의 특성과 한계를 파악하고, 해외사
례에서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국내 경관자원 조사 및
관리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Ⅳ. 결과 및 고찰
1. 국내사례 분석

1) 자연경관자원
(1) 전국자연경관조사
‘전국자연경관조사’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주관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조사된 경관조사이다. 본래
이 조사는 효과적인 자연경관심의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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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주요 자연경관자원의 분포현황과 조망
정보, 경관 특성 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경관유형을 산지경관(산지 및 스카이라인의 자연경관 조사),
수경관(하천, 해안, 호소 및 그 주변의 자연경관 조사), 생태경
관(도시내 녹지, 마을숲, 철새도래지 등의 자연경관 조사)로 분
류하여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지역 1개소당 전문조사원 1인
(박사급), 일반조사원 1인(석사급)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미
리 작성된 조사표와 평가표 양식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경관
자원 조사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2006년에 파주, 양주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주요 경관자원을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조사가 진
행되었다. 2007년에는 경관심의가 엄격히 적용되는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변을 우선적으로 조사
하였고, 2008년에는 국립공원 4개소, 습지보호지역 4개소, 생
태경관보전지역 2개소 등을 조사하였다. 현재까지 자연경관자
원 정보는 총 1,802건, 조망점 정보는 2,926건이 구축되었는데,
이런 조사결과는 경관영향심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제
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환경영향평가의 경관심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우수 조망점을 매입하거나 조망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경관자원의 감상가치를 제고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경관계획이나 경관관련 정책을 수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08년까지 조사가 진행
된 후에는 더 이상의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는 조
사결과의 활용도 다소 떨어진 상태이다.
(2) 국립공원 자연경관 100경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2011년 시행한 ‘국립공원 자연경관
100경’ 사업은 국내 국립공원별로 대표경관을 국가 차원의 자
산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자 진행되었다. 선정은 1차적으로 각
국립공원 별로 선정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추천을 한 후
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내부 전문가가 2차 심사로 150선을 선정
하였다. 이를 다시 경관, 생태 관련 전문가들이 100선을 선정하
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100개의 국립공원 경
관들을 우수 자연경관으로 순위별로 공룡능선(설악산), 향적봉
상고대(덕유산), 백록담(한라산) 등 10개를 지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시각적, 심미적으로 아름답거나 정감적으로 느껴져 보
전가치가 큰 지형, 식생, 동식물, 자연현상 등 자연요소 또는 문
화유산, 촌락, 생활상 등 역사, 문화요소 등이었다(http://www.
knps.or.kr/)
국립공원의 경관을 국토자산으로 보호하고 잘 유지관리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선정결과가 다소 주관적
이라는 이견도 있어, 보다 많은 공원이용자가 참여하는 방식으
로 객관성 확보를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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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하 신윤지

(3) 사진 찍기 좋은 명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진 찍기
좋은 명소’를 선정해 오고 있다. ‘사진 찍기 좋은 명소’ 조성사
업은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역사․문화․생태적 자원이 풍부
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망 공간, 쉼터 등 최소의 시설을 설치하
여 그 지역을 관광 명소화하는 사업으로, 2010년 4개 시범사업
을 시작으로 2011년 24개소, 2012년 25개소, 2013년 25개소 등
총 78개소를 지원해 오고 있다.
2014년에도 52개 지역에서 응모하였으며, 서면심사, 현장심
사, 최종심사 등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부산
서구 남부민동 천마산,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경기 안성
시 고삼면 고삼저수지 등의 총 25개소가 선정되었다. 심사에는
관광․여행․지리․생태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으며, 대상지 선
정 심사 기준은 주변 경관 등 장소 적합성, 지자체 사업수행 능
력, 사업 완료 후의 기대 효과,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하였다.
명소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를 지원하여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선정된 장소의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전망 공간, 쉼터,
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와 진입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
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장소에 어린이, 노약자를 포함한 가
족단위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변 경관을 감상하
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경관자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다른 부처의 사업과 연계
되지 는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은 남아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2) 산림경관자원
(1) 한국의 100대 명산
‘한국의 100대 명산’은 산림청에서 주관하여 2002년에 시행
된 것으로 세계 산의 해를 기념하여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
로이 인식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추천, 전
문가 추천, 인터넷 선호도 등을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
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산의 역사, 문화성, 접근성, 선호
도, 규모, 생태계 특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학계, 산악계,
언론계 등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가리산, 가
야산, 계룡산등의산을100대명산으로선정하였다(http://www.
forest.go.kr).
선정결과는 화보집, 모바일 앱 등의 형태로 발간되기도 하여
100대 명산에 대한 관리계획의 의지를 보였으며, 실제 2010년
에는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에 산림청 지정 100대 명산에 대한
사진촬영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다만, 100대 명산
은 구체적인 대상이 선정된 것이 아니라, 산 지역 전체 단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관자원 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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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으며,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제한이 있는 조사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산림경관자원 조사․경관계획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12년 ‘산림경관자원 조사․
경관계획’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산림경관자원 선
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하
는 등 산림경관에 대한 비교적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산림경관자원 조사를 위해서 우선 전국 단위의 산림경관 조
사단을 구성하고, 산림경관자원 조사방법을 교육한 후 자원조
사 및 평가를 통해 국가 산림경관을 발굴한다는 구체적인 로드
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사기준으로 산림경관 대표성,
장소성(지역특성), 희귀성, 역사문화성, 지역커뮤니티, 보전성,
위해성, 선호도(우세성, 대비, 초점, 축, 위요, 연속, 계절) 등
총 8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국가 산림경관 인벤
토리로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안도 포함하고 있다. 산림
자원의 가치를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현장조사와 선호도조사 등 체
계적인 평가절차를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
나 아직 이러한 기준에 의한 실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못
한 상태이다.
3) 농산어촌경관자원
(1) 국가농어업유산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2년 유엔식량농업기관(FAO)의 세
계중요농업유산(GIAHS)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에 처음 ‘국가
농어업 유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에 본격적으로 시행
하였다. 농어업유산은 오랜 기간 동안 농경․어로행위로 형성․
진화시켜 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 활동과 시스템 및 그 결과로 나타난 농어촌 경관 등 모
든 산물을 지칭한다. 농어촌 경관을 규제중심의 관리가 아닌
지자체와 주민 간의 자율관리협정을 통한 자발적 관리를 통하
여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유엔식량농업기관 세계중요농업유산
(GIAHS) 등재에 이르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한국 농어업유산 지정은 유산의 가치성(역사성, 대표성, 특
징), 파트너십(협력도, 참여도), 효과성(브랜드, 활성화 또는
생물다양성)을 기준으로 한다. 2013년에는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로, 제2호로는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을 지정한 바 있으며(Figure 1 참조), 이후 2014년에는
구례 산수유농업이 제3호로, 담양대나무밭이 제4호로 선정되었
다. 이 중 2013년에 지정된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도 돌담밭
이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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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udeuljang Rice Field, b: Stone Walls, Jeju-do
Cheongsan-myeon,
Wando-gun, Jeollanam-do
Figure 1. National agriculture and fisheries heritage

는 비교적 명확한 선정기준과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발전을 넘어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자원으로까지 연
계될 수 있도록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농촌 어메니티자원 조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농촌다움을 보존하고 농
촌지역의 활성화를 향상시키고자 농촌자원을 조사하고, 체계적
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자료화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2012
년까지 ‘농촌 어메니티자원 조사’를 진행하여 2006년부터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농촌 어메니티자원은 자연적 자원,
문화적 자원, 사회적 자원으로 구분하여 조사가 진행되며, 경관
자원은 이중 문화적 자원의 하위항목으로 구분되며, 다시 주거
지경관, 농업경관, 산림경관, 하천경관, 해안경관, 역사문화경관
총 6개 경관자원으로 세분화되며, 각각의 자원은 자원의 활용
가치, 경관자원으로서의 심미성, 고유성, 전통성, 지속성 등의 5
개 항목을 기준으로 자원을 평가한다. 2013년까지 전국 1,203읍
면에서 약 364,000건이 조사되어 있다.
농촌 어메니티자원 조사는 지속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
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조사는 경관자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
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활용목
적을 마을단위, 읍면단위, 시군단위로 구분하여 목적범위에 따
라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실제 농촌지역 경관계획
에 반영하고 있다.
(3) 농촌 어메니티 100선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와 한국농촌계획학회에서는
2007년부터 총 5차례 ‘농촌 어메니티 100선’을 선정하여 홍보책
자를 발간하였다. ‘농촌 어메니티자원 조사’에서 제공된 데이터
베이스를 토대로 진행하는데, 국립농업과학원의 현장실사를 통
해 추천하거나, 농업기술원과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접수
한 결과를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
다. 심사위원회는 농촌계획 및 경관관련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관광자원성, 지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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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rangi rice field Hadong- gun, b: Rice field with a elm tree,
Gyeongsangnam-do
Boeun-gun, Chungcheongbuk-do
Figure 2. Rural amenity selection

성, 우수성, 예술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총 100개의 대
표 농촌 어메니티로 선정하고 있다(Figure 2 참조).
선정된 곳은 자원정보 및 웹서비스로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
에게 지역 홍보효과도 가져오도록 하였다. 농촌 어메니티자원
조사가 자원을 발굴하고 조사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면 농촌
어메니티 100선은 선정된 자원의 활용과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고 할 수 있겠다(http://www.naas.go.kr/amenity/).
4) 시가지경관자원
(1) 서울시 우수경관 조망명소
서울특별시에서는 2006년과 2007년에 ‘서울시 우수 조망명소’
를 선정하여 도심의 아름다운 경관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공
유하고자 하였다. 조망명소는 생활주변의 친근한 장소이면서,
대표성이 있는 조망경관을 포함하고 시민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장소, 개인건물이나 소유주가 동의한 곳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 2006년에는 아차산 능선에서 조망가능한 도
시경관과 북악팔각정에서 조망 가능한 북한산 자연경관, 응봉
산에서 조망이 가능한 서울숲과 한강경관 등 총 50개소의 조망
명소를 선정하였고, 2007년에는 리더스트레이딩빌딩 옥상, 북
악산 말바위, 노들섬 입구, 매봉산 등 서울시 도심 내 총 43개
의 조망명소가 선정되었다. 2006년에 선정된 명소 중 2곳은 접
근성과 입장료 관련 문제 등으로 2007년에 제외가 되어 현재는
모두 91개의 조망명소가 선정되어 있다. 선정된 장소로 보자면
자연경관이나 산림경관자원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나, 각 조망
지점에서 보이는 경관은 대부분 시가지 경관이므로 시가지경
관자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조망명소에는 안내표지판, 조망데크, 산책로 등의 시
설을 도입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
도록 조성하였다. 서울시에서는 한번 조망명소를 지정해 시설
을 개선한 뒤에도 지속적인 시민들의 이용하는 실질적인 ‘명소’
가 될 수 있도록 총 91개소의 조망명소 전체의 현황자료, 사진,
접근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
용자들의 반응을 평가하여 직접 별점을 매기도록 하여 최종적
으로는 서울 8경을 선정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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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못하였다. 우수경관 조망명소는 조망대상의 시기와 개발
시점에 따라 경관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을 고려한 연
속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http://
www.seoul.go.kr/).
5) 도시기반시설 경관자원
(1) 아름다운 도로
‘아름다운 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에 시행한 사업으
로 건설교통부는 미관이 수려하거나 기능이 우수한 ‘아름다운
도로’를 선정하여 널리 알리고 포상하여 도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도
로가 국가교통망의 중추로써 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과 국민
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물량확대
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그 동안 다소 소흘
했던 미관이나 환경과의 조화, 기능성 등의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 사회 경제적 발전상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이면서 특색 있
는 도로를 만들도록 유도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선정과정으로는 전국 지자체 및 도로공사 등에서 90개의 도
로가 지원하였는데, 이를 역사성, 친근성, 기능성, 미관성 등의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도로는
지방도 1112호, 국도6호 용담대교, 고속국도 15호 서해대교 등
의 12개의 도로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아름다운 도로는 그
동안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어 온 도로에서 미관성과 경관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인식 변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2006년 건설교통부는 우리나라 도로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을 선정하였다.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인터넷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접수하였는데, 각 지자체와 지방국토관리청은 물론이
고, 일반 시민들까지 폭넓게 공모에 참여하였다. 접수된 도로들
은 도로, 예술, 사진 분야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가 예술성, 미관성, 역사성, 기능성, 친근성
등 5가지 기준으로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대상에는 경상남도 사천시와 남해군을 연결하는 ‘창선 삼천
포 대교’가, 최우수상에는 전남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등 5곳이, 우수상에는 경북 문경의 ‘문경새재 과거길’ 등 16곳
이 선정되었고, 총 100개 도로가 선정되었으며, 국토건설의 미
래상을 제시하고 도로애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선정내용을
활용하였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은 2002년에 진행한 아
름다운 도로와 관련성이 많았는데, 심사기준에서도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100선에도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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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선정된 12개 도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선정
된 도로에 대해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
다는 아쉬움이 있다.
(3) 한국의 경관도로 52선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 ‘한국의 경관도로 52선’을 선정하
였다. 경관도로를 일반시민들이 쉽게 다가가도록 1년 52주 동
안 한 주에 한 곳씩 경관도로를 경험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52개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다(Figure 3 참조). 경관도로(Scenic
Road)는 도로와 주변 환경이 어우러져 도로 이용자가 시각적,
심미적으로 쾌적함을 느끼며, 전망이 좋은 곳에서 휴식을 취함
과 동시에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도로이다.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관이 뛰어난
도로를 추천받아 현지답사와 전문가 평가 등의 검증과정을 거
쳤다. 특히 선정 시에는 미적 경관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적
가치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방
도 391호선, 국도 46호선, 군도 1호선 등의 총 52개가 한국의
경관도로로 선정되었다. 경관도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경관도로별 상세정보가 담긴 ‘한국의 경관도로 52선’ 홍
보책자와 브로셔를 발간하여 지역경관을 홍보하는데 활용하기
도 하였다. 이 조사는 경관도로를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홍
보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에
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 Hwagae-myeon, Hadong-gun, b: Geumseong-myeon, DamyangGyeongsangnam-do
gun, Jeollanam-do
Figure 3. The 52 scenic roads of Korea

6) 국내사례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2002년을 기점으로
국토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 및 자원화 사업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Table 2 참조). 일부 사례들은 본격적인 경관자원 조사라
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특정 유형별 경관자원의 위치를
파악하고 경관적인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각각 의의가 있
다고 판단하였다.
(1) 경관자원 유형별 분석
먼저 자연경관자원이나 산림경관자원 조사는 주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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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이나 전문가의 평가로 선정이 이루어졌으며, 인식개선 또
는 자연경관자원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활용을 전
제로 진행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림경관자원 조사
중 ‘산림경관자원 조사․경관계획’ 사례의 경우 자료를 구축함
과 동시에 타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농산어촌
경관자원 조사들 역시 지자체 추천방식이나 전문가를 활용한
선정방식이 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농촌 어메니티
100선’의 경우 시민 공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산어촌경관자원에 해당하는 사례
에서는 자료구축과 동시에 연계활동을 활발하게 시도한 것으
로 판단된다. 시가지경관자원은 자료의 구축의 목적뿐만 아니
라, 시민의 경관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진행한 특징을
보이고 있었으며,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은 주로 아름다운 도로
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시도하고자 지자체 추천이나 전문
가 평가로 진행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문화경관
자원의 경우, 특정 역사문화경관자원 만을 조사한 사례는 없었
는데, 이는 문화재 관리 등과 같은 형식으로 조사 및 관리가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경관자원 유형
별로 살펴보면 조사기준이나 활용방안에 있어 다소 간의 차이
는 있으나, 유형별로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을 파악되었다. 다만, 자연경관자원이나 농산어촌경관자원의
경우에 비교적 지속적인 경관자원의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경관자원 조사 기준
우선 경관자원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아름다운 OO 100선’ 등의 사업명에서 나타나
듯이 초기에 진행된 경관자원 관련 조사들은 지자체의 추천이
나 시민공모 방식으로 이벤트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가 많았다. 물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선정은 이루어졌으나,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심사위원들의 주
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서 전국자연경관조사나 농촌 어메니티자원 조사, 산림경관자원
조사․경관계획의 경우에는 전문가가 조사 이전에 미리 객관
적인 조사 및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으며, 국가 농어업유산제도는 국제적인 기준을 준용하고 있
어서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관자원
의 조사와 관리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전 연구를 통해 객관
적인 선정 및 조사기준이 미리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한다.
(3) 경관자원 조사의 지속성
경관자원 조사를 비교하는 또 다른 측면은 지속성에 관한 것
이다. 농촌 어메니티자원 조사의 경우에는 2005년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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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omestic cases of the landscape resource survey

Selection method
Application plan
Note
Local
Type of
RecogniNumber of
(additional
governlandscape Cases Years
Purpose and criteria
selection Citizen ment’s Experts’ tion Building Connected type of
resources
contest recom- selection improve- data application resources)
ment
mendation
․Purpose: support landscape review system, and landscape Natural
National
an, construction of data base for landscape resources and landscape
survey of 2006~ plview
point
●
●
○
natural 2008 ․Standard:
national park, coastal wetland protected area, 1,poi802,nt 2,view
landscape
9
26
ecological landscape protected area
Natural Top 100
management as a major national asset
landscape natural 2011 ․Purpose:
․Standard:
visually and aesthetically beautiful topography,
100
●
●
○
wonders in
natural factor, historical and cultural factor
Korea
tourism attractions
The photo 2010~ ․Purpose:
Overall
conformity of place, local’s enterprise performance, 25
●
●
●
○
spots Current ․Standard:
resources
expected effect, policy effect, etc.
․Purpose:
improvement of natural ecosystem and value of
The great 100
the
mountain
mountains of 2002 ․Standard: historical, cultural, accessible, preference, scale,
100
●
●
●
○
Korea
ecosystem
Forest
survey
․Purpose: reconsideration of superiority of domestic forest
landscape andThelandscape
scape, preservation of forest scape, restoration
planning for 2012 ․Standard:
Not
representative ness, sense of place, scarcity , implemented
●
●
○
the forest
histori
c
al
culture,
identity
of
landscape
management,
landscape
maintainability, safety, preference
resources
National
creating, preservation, agriculture and fisheries
important 2013~ ․Purpose:
tional resources, transmission, registration to globally
agricultural Current tradi
4
●
●
●
○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heritage
․Standard:
value
of
heritage,
partnershi
p
,
effectiveness
systems
systematic management of rural resource,
of the 2005~ ․Purpose:
Agricultural Survey
informati
o
offering
About
amenity 2012 ․Standard:nvalue
○ ●
●
●
landscape ruralresources
for practical use, aesthetic, characteristic, 364,000
Including
traditionality, durability
historical
2007,
& cultural
․Purpose: excavation rural landscape resource
500
landscape
Rural amenity 2008,
2009,
․Standard:
tourism
resources,
cul
t
ural
characteristi
c
s
of
the
(annuall
y ○ ○ ● ● ○
selection 2011, area, superiority of landscape resource, artistic value
100 )
2012
view 2006, ․Purpose: offering civic landscape to citizens
Urban area Great
in
․Standard: surroundings of life, representative, accessibility,
91
●
○ ● ○
landscape points
Seoul 2007 place at owner’s consent
improvement of roads’ landscape and citizens’
Korean scenic 2002 ․Purpose:
recognition
90
●
●
●
roads
․Standard: historical, familiar, functional, beautiful
Urban 100 scenic
protective spirit for scenic roads
of 2006 ․Purpose:
100
●
●
●
○
infrastructure roads
․Standard: artistic, beautiful, historical, functional, familiar
Korea
52 scenic
public relations of scenic byway
roads of 2011 ․Purpose:
52
●
●
●
○
․Standard:
aesthetic value, historical value, cultural value
Korea
Historical &
cultural
landscape
●: applicable, ○: partially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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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관자원 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

꾸준히 경관자원을 조사하여 나름대로 분류하고, 이른 정책수
립 과정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현재 364,000개의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
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전국자연경관
조사는 체계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만 지속되는 아
쉬움이 있었다. 아름다운 도로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의
경우에도 조사결과를 연계하여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그 이후
에 조사된 한국의 경관도로 52선에서는 그 연계가 이어지지 못
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관자원 조사는 지속적인 관리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경관자원과 관련된 전과정이 보다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4) 경관자원 조사 결과 활용방식 및 연계성
경관자원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각 사례들
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크게 홍보 및 인식개선, 경관자료
구축, 경관관리활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름다운 도로, 한
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한국의 경관도로 52선, 사진 찍기 좋
은 명소, 한국의 100대 명산, 농촌 어메니티 100선, 국립공원 자
연경관 100경, 서울시 우수조망명소 등의 사례를 통하여 도시
기반시설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 시가지경관자원 유형에 따른
경관자원에 대해서는 주로 경관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
한 이벤트성의 사업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전
국자연경관조사, 산림경관자원 조사․경관계획, 농촌 어메니티
자원 조사, 국가농어업유산제도 등과 같은 자연경관자원 및 농
산어촌경관자원에 관한 사업은 자료를 꾸준히 축적하여 향후
다른 제도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들로 일부 사업들은 지속되지 못한
안타까움은 있으나, 경관자원 조사결과의 활용측면에서 바람직
한 모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경관자원 조사결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각 사례를 비
교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관자원 조사들은 개별 경관유형별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연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
점이 있다. 즉, 특정한 경관유형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목록화
하는 사례들은 해당 경관자원 유형들을 일목요연하게 모으고
정리하는 데에 의미가 있었으나, 종합적인 측면에서 경관자원
을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결과가 다른 제도,
예를 들면 경관계획에 반영된다거나, 환경영향평가에 참고자료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처럼 다른 제도와의 연계가 다
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는 단발적인 사업의
특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특정 경관유형별 경관
자원만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특정 경관유형별로 전문화 된 조사방식이 없어 이벤트
성의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경관자원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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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경관자원에 알맞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관할 구역 내의
경관자원을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들 조사결과가 하나의
경관자원 관리체계로 종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을 잘 축적하여 종합적인 체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관자원 관리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해외사례 분석

1) 국가 야생경관하천 시스템
미국 의회나 내무부장관에 의해 선정되는 국가 야생경관하
천 시스템(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은 도시화
속에서 자연경관수계를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1968년에
시작되었으며, 경관 및 생태적으로 뛰어난 하천을 국가 차원에
서 지정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국내 경관자원
유형으로 판단하자면 자연경관자원에 대한 제도라 할 수 있겠
다. 1968년에 제정된 Wild & Scenic Rivers Act를 근거로 시스
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Wild, Scenic, Recreational의 3가지 항
목을 기준으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http://www.rivers.gov).
먼저 미 연방정부에서 하천을 선별하여 보존현황을 조사하
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 야생경관하천시스템에 대한 적합
성 여부를 검토한다. 해당 하천이 보존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 야생경관하천으로 지정되며, 미흡한 경우에는 주 또는 지
방정부가 관리 및 보존방안 등을 다시 작성하여 재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미 전역의 하천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연방정부에서는 선행적으로 개략적인 조사를 실시
하여지방정부에서주특성에맞추어역시3개유형(Wild, Scenic,
Recreational)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있다
(Ahn et al., 1990; USDI, 1979).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미국 39개 주의 12,598마일에 이르는
203개 하천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하천 내부나 주변에 교
량, 도로, 상하수도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발이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경관생태하천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경관자원으로 선정
된 경우에는 다른 제도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에서도 경관자원
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갖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이러한 관련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경관자원에 대한 지속적
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2)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에서는 1972년 이래로 현재까지 인류 보편적 가치
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발굴, 보호, 보존의
목적으로 세계유산을 지정하고 있다. 이는 1972년 맺어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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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에 의한 것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세계유산으
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문화유산 등재기준과 4가지의
자연유산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은 779점, 자연
유산은 197점, 복합유산은 31점이 선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의 경우 10점의 문화유산과 1점의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선정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엄격한 등재기준과 절차를 통하
여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등재된 이후에도 6년마다 방
문 및 재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등재가 박탈
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http://whc.unesco.org/).
3) 세계중요농업유산
2002년 창설된 유엔식량농업기관(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은 전 세계 식량 및 생계수단을 확보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
하는 동시에 전통 농업기술․지식과 문화를 계승하며, 이들을
통하여 조성된 경관 또는 농산어촌의 경관자원을 세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
재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추천을 받아 FAO 본부에 입후보지 등
록 신청을 하며, 본부에서는 현지답사와 서류심사를 통하여 시
스템의 고유특성(현저한 특징, 지속성의 역사, 세계적 중요성),
정확성(대표성, 외부의 위협, 정책 및 개발적용성), 프로젝트
수행성(프로젝트 통합성, 공동 펀드의 능력, 프로젝트 접근성)
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를 진행한다. 2014년 11월을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2
호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을 포함하여 미국의 Little Colorado
River Watershed, 중국의 하니 계단식 논, 칠레의 치로에 생물
다양성 지역 등 총 59개가 등재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농업유
산을 보존하고 권위를 인정한다는 점과 2년마다 정기적으로
GIAHS 인정심사 심의회 개최를 통하여 새로운 농업유산을 발
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http://www.fao.org/giahs/en).
4) 국가 경관도로 프로그램
도로기반시설 경관자원에 해당되는 국가 경관도로 프로그램
(National Scenic Byway Program)은 미국의 국가 경관도로
선정 사례로 연방도로청(FHWA)의 주관으로 도로를 대상으
로 자연경관의 보존 및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1989년 Scenic Byway법이 제정되면서 경관도로에 대한 중요
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계기로 경관도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
고, 1995년 국가 경관도로 프로그램의 정책을 통해 선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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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며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경관도로 선정은 지역협회
및 주정부가 신청하거나, 추천한 도로를 대상으로 고고학적 가
치,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 자연적 가치, 위락적 가치, 경관
적 가치 등의 다양한 기준에 의해 선정되고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150여 개의 도로가 경관도로로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또한 선정된 도로들은 여섯 가지의 기준 항목
에서 2개 이상 항목에서 우수한 곳으로 평가되면 All-American
Roads로간주되고, 최소1가지항목에서우수한도로이면National
Scenic Byway로 구분되는 등 선정도로 내에서도 등급을 달리
하고 있다.
1992년 이래로 미국 국토 전역에서 선정된 경관도로는 자연
경관의 보존과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활용되었으며, 무엇보
다 중앙정부단위와 지방정부가 연계하여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다. 선정된 경관도로를 정비하고 관리
하는 데에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며, 국가는 기술이나 경제적
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국가 경관도로 프로그램에서는 2년마다
선정된 경관도로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
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재평가제도로 인해서 지방정부는 경관도로의 가치가 지속되어
경관도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관리하고 있다(http://www.bywaysonline.org).
5) 풍경가도
풍경가도는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도로를 지칭하는 것으로,
역시 도로기반시설 경관자원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풍
경가도사업은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주관하는 경관도로 사업이
다. 지역민의 향토애 향상과 지역 특성 보존, 관광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전국적 확대 추진 가능성, 다양성 확
보, 질적 향상, 지속성을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다. 각 지방에는
풍경가도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수시로 신청된 경관도로
에 대해서 자원의 가치와 활동 체계를 검토하여 풍경가도를 선
정하고 있다. 만족도나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 정도뿐 아니라,
풍경가도의 향후 활용 가능성, 경관법이나 옥외광고물 조례 등
과 같은 타 정책과의 연계성, 문제해결 및 개선을 수행할 체계
시스템, 자원봉사자 육성능력 등을 근거로 다방면에 대한 선정
이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선정기준과 더불어 선정 후 수행방법에서도 체계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지방의 풍경가도 협의회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기
업이나 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이 사업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축하도록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7년 9월 북해도지역을 포함한 전국 10개 각 지역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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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풍경가도 지방협의회'에서 제1회 '풍경가도'를 등록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3월 현재 일본 전국에서 합계 130개 루트가
등록되어 있다. 일본은 풍경가도를 평가할 때에 자원의 가치와
함께 활동체계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는데, 해당 자원의
가치가 관광객들에게 주는 만족도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소 관광자원으로만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 해외사례 종합 및 국내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경관자원 관련한 해외사례들은 유형 기준
의 구분이 국내와 달라 직접적으로 국내 사례와 비교하기는 어
려우나, 경관자원의 발굴 및 관리 측면에서 국내 사례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3 참조).
경관자원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한다
거나, 경관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하거나, 혹은 이
와 관련한 별도의 법이나 제도를 마련하여 철저히 대상을 관리
하는 등 경관자원과 관련된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1) 경관자원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경관자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자원 발굴 차원에서 가장 기초

가 되는 사항이다. 선정절차에 있어서는 지자체나 주민들이 공
모 또는 추천한 대상들 중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회를 통해 최종 경관자원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국
내외 사례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평가기준에서는 외국
사례들에서 경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고고학, 역사, 문화 등 다
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었다. 경
관적 측면 외에 다양한 평가기준을 포함하는 이유는 경관자원
에 다각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향후 경관자원의 활용폭을 넓히
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풍경가도 사례에서는 방문객 만족도가 평가기
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관광수요를 증대시키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
고자 하는 풍경가도 선정 취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경관자원 선정절차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판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지방자
치단체의 추천 및 신청 대상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지역민의 참여 없이는 외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선정될 우려가 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사례와 같이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측이나 심사하는 측 모두에게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심사를 가

Table 3. The foreign cases of the landscape resource survey

Cases

Manager /
related law and system Years

Purpose and criteria

Selection method
Application plan
Local
RecogniNumber of
Experts’ tion Building Connected
selection Citizen government’
s
contest recom- selection improve- data application
ment
mendation

gnation and preservation of scenically and
National wild ․Presidential commission 1968~ ․Desi
ecol
o
y superior river
and scenic ․Wild & scenic rivers law Current ․Wild,gicall
203
scenic,
recreational
rivers system
․Securing connection with related system
․Preservation and excavation of natural heritage and
․UNESCO
cultural heritage that have universal values
UNESCO's ․Convention for the
tural 779
1972~
․Major
natural resources of earth's history and areas of Cul
world * protection of the world Current exceptional
Natural 197
natural
beauty
and
aestheti
c
importance,
heritage cultural and natural
Complex 31
etc.
heritage
․Submission revaluation report(sexennially)
․World farming culture, system of the evolution of
Globally ․FAO
mankind and conserving biodiversity
important ․Globally important
2002~ ․System’
agricultural agricultural heritage Current programs peculiar quality, accuracy, performativity of 59
heritage systems
․Regular revaluation
․Preservation the natural scenery and exaggerating
of land,
National ․Ministry
image of scenic byway
infrastructure,
transport
1992~
scenic byway and tourism
․Archaeol
Current value ogical, cultural, historic, natural, leisure, scenic 150
program ․Scenic byway law
․Revaluation systems(biennially)
․Improvement of local patriotism, creating scenic
Scenic ․FHWA
2007~ byway, local resource, tourism promotion
130
byway ․Fukeikaido local council Current ․Visitor satisfaction, applicability, connectivity with
other systems, accessibility , services, systemicity
●: applicable, ○: partially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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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경관자원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
행하고 선정된 경관자원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고할
만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2) 경관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경관자원의 조사나 선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관
리라고 할 수 있다. 선정된 경관자원이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
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몇몇 해외사례에서 도입하고 있
는 경관자원에 대한 재평가 제도는 이러한 노력을 유도하는 하
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국가 경관도로 프로그램의 경우, 2년마
다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경
우에도 6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정
기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사례들이 지속적인 경관자원
의 관리가 부족하여 단발성 사업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러한 재평가 제도는 경관자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정부에게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관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내
용으로는 미국의 국가 경관도로 프로그램과 국가 야생경관하
천 시스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의 사례와 같이 경관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것이다. 각 경관자원
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축척한다면 정부, 지자체, 주민의 역할
과 경관자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유형
의 경관자원을 종합하는 경관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경관자원 관리를 위한 근거법 및 제도
한번 지정된 경관자원을 잘 보존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정결과를 홍보자료로
활용하거나, 선정된 경관자원 주변에 휴게시설, 안내시설을 설
치하여 여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 사례에서는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관
자원을 보존하는 방식을 볼 수 있었다. 미국의 국가 야생경관
하천 시스템에서는 경관하천 주변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
우에 타 부처의 사업까지 경관담당 부서가 우수한 경관하천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풍경가도
에서도 각 지방에 풍경가도 지방협의회가 국가와 지역단체, 지
역주민가 서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
서 경관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상에서 소개한 해외사례들에서 적극적인 경관자원 보존이
가능한 이유는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도록 법제도적인
근거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경관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와 연계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관법이 시행되면서 경관계획과 경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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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업, 경관협정 등과 관련한 우수한 사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경관자원 조사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
를 진단하고자 진행되었다. 우선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경관
자원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경관자원의 유형에 따라
국내 경관자원 조사 및 평가 사례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
관자원 관련 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경관자원 관리체계에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국내의 12개의 경관자원 조사 사례를 살펴본 결과, 첫째, 대
부분의 사례에서는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선정하였으나, 일부
사례에서는 추천이나 공모, 또는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
존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확립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연경관자원이나 농산어촌경
관자원의 경우, 농촌어메티티자원 조사와 같이 지속적으로 경
관자원을 조사하고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시가지경관자
원,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등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경관자
원 조사가 지속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발성 이벤트
형태로 경관자원 조사가 진행되거나, 체계적인 접근에도 불구
하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단기간 만에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효과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경관
자원의 발굴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로는 조사된 경관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
이가 있었는데, 지역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서부터
다른 제도에서 참고할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
타났다. 경관자원의 가치를 고려해 볼 때에는 영향평가나 경관
계획과 같이 다른 제도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관
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까지는 주로
특정한 경관유형별을 중심으로 경관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 유형별 조사방식이나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경
관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관유형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관자원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5개의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보다 우선 객관적이
고 예측 가능한 평가기준과 선정절차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공정한 절차와 기준은 경관자원을 신청하
는 측이나 심사하는 측 모두 공정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중
요한 조건이다. 또한 경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는 것도 경관자원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경관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역시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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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점이다. 경관자원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재평가제
도나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목록화하여 관리하는 경관자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도 우리나라에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상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가능
하게 하는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관담
당 분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 사업에 대한 경관적 검토를 진행
하거나,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종합적인
경관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 역시 필수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경관자원 평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경관자원 평가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활용방안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
내 경관자원 평가의 의미와 중요성 및 향후 과제를 검토하였다
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유형을 포
함한 종합적인 경관자원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
으나, 개별적인 경관자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향후 경관자원의 체계적
인 관리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현재까지 진행된 경관자원의 현황 파
악에 그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자원
관리를 위한 고려사항이나 제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으
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경관자원이 조사되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는 연구가 미치지 못하였다. 경관자원 조사와 관리 측면에서
모두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 및 평가기준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경관법 제정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수립한 경관계획
내의 경관자원 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 특정 유형의 경관자원에 대해 집중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경관자원 조사와는 특성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종합적인 경관자원 조사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한 경관자원 조사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구체적인 경관자원 평가기준이나 평가모델 선정을 위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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