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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관적 가치와 조망여부를 정량적으로 다루는 시지각강도(視知覺强度)라는 지표를 도입하여 명승 지정구역 설정의 

가능성과 효과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승 지정구역 설정을 위한 시지각강도 지표를 제시하였다. 조망지점에서 대상과의 거리, 입사각을 고려하여 시지각강도의 

지표를 적용하였다. 또한 시지각강도 분석과정을 GIS로 구현하였으며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둘째, 누적가시도의 단순빈도와 시지각강도 결과를 비교하여 시지각강도의 가능성을 규명하였다. 시지각강도는 4.74km이내 

지역에서 조망지점과 대상과의 거리보다는 입사각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시지각강도의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람의 시지각을 충분히 반영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제 시지각강도가 

높은 지역이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중요한 지역임이 확인되었다.

넷째, 기 지정된 명승에 경관 시지각강도를 도입하여 지정구역 조정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시지각강도를 3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2등급 이상은 문화재 지정구역, 3등급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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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배경 및 목적

명승은 문화재보호법 상 ‘경치 좋은 곳으로 예술적 가

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1으로 정의되어 있다. 명승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한 것처럼 경관을 지정하기 때문에 

대체로 문화재 지정대상이 다른 기념물에 비해 광범위하

다. 대상지가 넓은 경우가 많아 2007년 명승의 지정기준이 

개정되고, 명승활성화 정책에 따라 명승의 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유재산권침해, 명승 지정취소 민원 등의 사회

적 갈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8년 ‘제주 용연·

용두암’과 2011년 ‘철원 고석정 일원’의 경우 명승지정이 예

고되자 명승지정이 취소되었다. 2014년에 지정된 ‘괴산 화

양구곡(명승 제110호)’은 주민의 반발을 고려하여 지정구역

을 곡별로 최소면적을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확대지정하기

로 결정하였다. 

명승으로 지정가치를 지닌 대상은 지정구역으로 설정

해야 하며 보호가 필요한 구역은 보호구역으로 별도로 설

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될 때

에는 문화재의 가치를 온전히 포함해야 한다. 국보·보물·사

적·천연기념물과 같은 문화재는 지정 대상이 명확한 편에 

속한다. 한편, 명승의 지정구역은 명승의 역사적·예술적·학

술적 가치의 함의보다는 명승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2016년 11월 현재 명승의 지정구역은 명승 주변의 필

지와 지정대상의 경계를 따라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

만 지정 대상의 경계로 구역을 설정할 때에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2 또한 행정상의 편의 때문에 명승과 인

접 필지를 모두 지정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

하게 설정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된다. 

명승을 적정하게 지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면 역사적으로 경관가치가 뛰어난 장소의 적절한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 지정구역의 잦

은 변경과 민원으로 인한 행정적 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경관적 가치와 조망 여부 등이 지정

구역을 설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또한 지정구역을 설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질하거나 유사한 가치를 보유하였다고 

판단되는 경관대상(또는 자원)이 넓거나 집중적으로 분포

된 명승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지정구역 설정기준의 제시

를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명승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경관적 가치와 조망여부를 정량적으로 다루는 시지각강도

(視知覺强度)라는 지표를 도입하여 그 가능성과 효과를 검

토하였다.

2. 명승 지정구역의 설정 및 변동현황

명승이 사유지에 인접해 있는 경우는 지번위주로 지

정되기 때문에 명승의 경관자원이 포함되지 못하거나 불

필요한 구역까지 과도하게 설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다. 주변 여건에 따라 명승의 지정구역을 필지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필지는 토지매매의 상황에 따라 분할되

거나 병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설정기준이 되지 못

한다. 또한 명승 주변에 국유지가 인접하거나 포함되는 경

우 지정대상의 경계를 따라 지정하거나 그 주변까지 일정

한 완충범위를 설정하여 지정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띤

다. 이런 상황이지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지정구역의 설

정기준이나 검토기준, 운영 또는 관리지침이 마련되지 않

은 상황이다.

문화재보호법상 5년마다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

역의 적정성 검토를 시행해야 한다.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

위원회 회의록과 관보고시문에 의하면 109개의 명승 중 19

개소의 지정구역이 재조정되었다.3 지정구역 조정 사유로는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

2 하태일(2016)은 명승의 지정구역 설정양상을 지적단위 지정, 자원경계 지정, 복합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3 하태일, 2016, 「누적가시도를 이용한 명승 구역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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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분할이나 오류지번 등의 지적 수정과 과도하게 지정된 

범위를 축소하거나 경관적으로 중요하지만 지정되지 못한 

지역을 편입하는 목적이 대부분이다. 

세부적으로 지적관리 목적으로 총 15개소의 명승이 

재조정되었다. 이 중 9개소는 기존의 지정구역보다 축소되

었고, 6개소는 확대되었다. 경관상으로 총 6개소의 명승 지

정구역이 재조정되었으며 축소 3개소, 확대 3개소로 파악되

었다.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명승 지정구역의 특성상 지정구

역의 조정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명승의 지정구역을 

설정하거나 재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구축

과 지정구역 설정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표 1 참조).

3. 연구 대상지

본 연구에 도입된 시지각강도(視知覺强度)는 사람의 

시야에 보이는 물체의 가시거리, 입사각 등을 고려하는 것

이다. 즉, 멀고 작은 물체에 대한 시인성을 고려하는 방법으

로 단순하게 가시여부 정도를 판단하는 기존 방법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며 현실성이 높다. 이처럼 시지각강도는 조망

하는 사람으로부터 경관 대상까지의 거리, 입사각 등을 다

루기 때문에 지형경관의 분석에 적합하다. 또한 시지각강도

는 명승을 구성하는 경관자원과 조망지점의 관계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르게 도출되기 때문에 경관자원 및 조망지점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중요하게 된다.

연구대상지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매해 시행하는 

『명승 경관자원 조사연구 및 DB구축』에서 조사된 명승 중

에서 선정하였다. 조사된 명승 중 경관자원, 조망지점의 선

정 등을 고려하여 실험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곳이 선정되

었다. 조사된 총 51개 명승 중에서 전통조경, 전통건축, 식

생 등 경관자원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고, 명승 주변으로 조

망지점의 검토여부 등이 선정 요소로 다루어졌다. 두 번째

로 시지각강도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형경관을 대표

하는 명승이 각각 선정되었다. 최종적으로 계곡형은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산지형은 지리산 화엄사 일원, 하천형은 

영월 청령포가 선정되었다(표 2 참조).

표 1. 명승 지정구역 재조정 사유(하태일 2016)

구분 대상 결과 개소

지적관리

거제 해금강, 여수 상백도·하백도, 진도의 바닷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영월 어라연 일원, 예천 회룡포, 부산 영도 태종대, 제천 의림지와 제림, 
축소 9

완도 정도리 구계등, 삼각산, 진안 마이산,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소매물도 등대섬, 공주 고마나루 확대 6

경관관리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순천 초연정 원림,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축소 3

담양 소쇄원,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거창 수승대 확대 3

표 2. 연구 대상지

명칭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지리산 화엄사 일원 영월 청령포

문화재 명승 제54호 명승 제64호 명승 제50호

지정위치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 외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외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 외

입지유형 계곡형 산지형 하천형

지정면적 954,778㎡ 2,585,252㎡ 204,241㎡

지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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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관련연구 동향

가시도 지표가 적용된 지정구역 설정 기준을 개발하

기 위해서 명승 구역설정에 관한 연구, 경관관리 연구, 가시

권분석에 대한 연구 등이 검토되었다. 명승구역 설정에 있

어서 안승홍 외(2010)는 1979년 명승으로 지정된 불영사계

곡을 대상으로 불영사계곡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유자원을 재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명승구역

경계의 재조정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명승의 효

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기 지정된 명승

의 지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진행된 첫 번째 연구사례이

며, 명승 지정구역의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명

승 경관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의의가 있다.

문화재 관련 구역 설정에 있어서 누적가시도를 활용하

기 위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다. 김보은(2013)은 공주 공

산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그 일대를 대상으로 

시계분석을 실시하고 해당지역의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안을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설정한 바 있다. 

박은희(2011)는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 시 도출되는 주

관적인 구역설정 방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가시율 분석

방법을 제안하여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지역의 범위를 설정

하였다. 

이후, 하태일과 김충식(2014)은 명승의 효율적인 경관

관리를 목적으로 누적가시도 분석을 이용하여 계곡 명승

의 지정구역 설정 기법을 개발하였다. 360°범위로 분석결과

가 도출되는 기존의 가시권분석과 달리 경관자원을 중심으

로 120°범위로 자원의 배경영역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시빈도에 따라 명승 지정구역 내에서도 중요보호

구역, 보호구역, 완충구역을 구분하였다. 또한 하태일(2016)

이 기 지정된 명승의 지정구역 양상을 분석하고 현재 지정

구역 설정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명승의 지정구역 설정이 

자원구역과 조망구역 설정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으며, 조망구역 설정방법으로 누적가시도 기법을 이용

하여 경관자원의 전경과 배경영역을 선정하였다. 누적가시

도 분석은 다수의 조망점에서 가시빈도가 높은 지역을 산

출해냄으로써 넓은 지역에서 우수가시구간을 선정하는데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누적가시도를 이용한 

경관관리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지만, 실제 사람의 

경관인식 특징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입체적으로 누적가시도를 계산하는 지표로 3D 공간

구문론(Space Syntax), 3D ISOVIST와 3DVE가 있다. 3D 

공간구문론으로 Schroder et al.(2006), 이상복 외(2009) 

등이 입체적 건물에 대한 시각축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

하였다. 3D ISOVIST는 김충식과 이인성(2003)이 가시거리, 

가시용적, 가시표면적 등의 지표를 제시하였고, 3DVE 기법

으로 조영진(2009), 김민석(2007), 정수영 외(2010), 권지훈

(2011) 등이 건물 내부에서의 가시도를 누적하여 가시공간

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발전된 지표를 김충식(2006)이 외

부공간으로 확대하여 도시공간에서의 실효성을 제안한 바 

있다. 김흥섭(2014)은 가시도와 인지도가 높은 상관성이 있

음을 밝혀 가시도가 시각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중에서 이재용과 김영모

(2016)는 이를 건조물 문화재에 적용하여 지정구역과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건

조물과 지형 등을 3차원으로 다루었지만 명승과 같이 자연

적인 요소와 광범위한 면적은 다루지 않았다.

2. 누적가시도의 산출방식

1) 단순빈도(單純頻度) 합산방식

가시권분석은 경관에 대한 반응 과정 중 ‘지각’ 단계에

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망지점에서 경관의 가시여부를 판

단하는 분석이다.4 최근 들어 GIS 도구와 수치화된 지형정

보(DEM)를 이용해 조망지점과 대상지점의 시준선(視準線, 

4 임승빈, 2009,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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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of sight)을 작성하여 상호가시여부를 판단하는 분석이 

사용된다. GIS에서는 특정 지점에서의 가시여부를 1과 0으

로 산출한다. 즉, 보이면 1, 보이지 않으면 0의 값을 산출한다.

누적가시도는 다수의 조망점별로 산출된 결과값을 합

산한 것을 의미한다. 즉, 누적가시도가 높을수록 다수의 조

망지점에서 해당지점이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조망점 5군데에서 모두 보이는 지점은 5로 산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가시도는 가시빈도로 표시된다. 

누적가시도는 지형이나 건물, 산림 등에 영향을 받는다.

누적가시도는 단일 지점에서의 가시권 분석결과와 달

리 가시빈도가 표현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우세하거나 중

요한 지점을 발견하는데 사용된다.5 가시권분석은 GIS에

서 작성된 수치화된 지형정보(DEM)에서 조망지점에서 보

이는 여부를 산출하게 되므로 시지각적 특성 즉, 가시거리, 

대상물의 크기, 대상물의 보이는 각도(入射角) 등이 고려

되지 않는다. 누적가시도는 가시권분석을 단순 합산하는 

방법이므로 조망점별 대상의 거리, 크기, 입사각 등이 반영

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100m 내에 있는 봉우리와 10km 

밖에 있는 산봉우리도 동일한 값으로 산출된다는 문제가 

내재한다.

2) 시지각강도(視知覺强度) 합산방식

단일 시점의 가시성 분석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누적가시도는 다수의 조망점으로부터 조망기회가 높은 지

역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가시 여부를 비트값(1과 

0)으로 표현하는 가시성 분석결과 값을 합산하는 방식으

로 가시거리나 시지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

다. 누적가시도를 연산할 때 조망대상의 크기를 가시거리에 

반비례하여 인지하는 인간의 시지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

다(Caldwell et al. 2003; 권지훈 2011a; 권지훈 2011b).

시지각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가시강도

(Visibility Intensity)는 인간의 지각 특성을 고려하여 해

당 지점에서 관찰되는 경관의 양을 측정한 것이다. 사람에

게 조망되는 형상은 동일한 크기더라도 보이는 거리와 각

도에 따라 지각되는 강도가 달라진다.6 가시강도는 가시여

부, 가시거리, 각도를 반영하여 해당지점의 면적이 1일 때 

실제로 보이는 가시면적을 도출한다. 조망 대상이 관찰되

는 크기는 대상 자체의 규모와 조망지점과 대상과의 거리

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에게 보이는 대상의 크기는 실제 물

리적 시거리와 다르다. Fisher(1994)와 Ogbum(2006), 정윤

희(2014)는 조망대상이 명확하게 보이는 최대거리와 가시비

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거리를 설정하여 조망거리에 따

른 가시면적의 변화 비율을 도출하였다. Ogbum은 4.75km

이상에서 크기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감소한다고 하였다. 

현재 지정된 명승의 규모가 대체로 반경 4km 이내에 해당

되므로 시거리에 따른 대상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크게 중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지각강도를 계산하기 위해

서 Ogbum(4.75km)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에 비해서 시선과 대상물이 이루는 시선입사각(視

線入射角)은 대상물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준다.7 시선입사

각은 지형의 경사와 상관성이 있으며 경사가 가파를수록 

정면성이 커지며 실제 면적이 보이게 된다. 반면에 경사가 

완만하고 평지에 가까워질수록 보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5 이상복, 2009, 「조망점 선정을 위한 가시빈도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Vol.26 No.3, p.295.

6 정윤희, 2014, 「경관 가시강도의 분석과 활용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

7 시노하라 오사무, 1999, 『경관계획의 기초와 실제』, 대우출판사, pp.101~102.

그림 1.   지형의 경사에 따른 가시형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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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다(그림 1 참조).

경사에 따른 대상물의 크기 변화는 시선벡터와 대지

면의 법선벡터를 내적하여 산출할 수 있다. 즉, 가시면적(s)

은 대지면적(S)에 시선벡터(U)와 대지면의 법선벡터(V)의 

내적(U·V)을 적용하여 산출된 크기가 된다. 시지각을 고려

하면 실제 보이는 크기가 <그림 1>의 우측과 같이 산출된다.

s = U·V ×S

조망점별로 산정된 시지각을 고려한 가시도를 누적하

는 과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다. 조망점별 가시

도가 미미하더라도 다수의 조망점에서 산출된 가시도를 합

산하게 되면 누적가시도가 높아질 잠재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 조망점에서 실제 크기보다 현

저하게 작게 보이는 곳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가시크기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내적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각각 0°, 22.5°, 45°회전된 3개 지형의 수평경사 

변화에 따른 가시형태와 가시율을 실험하였다(표 3 참조). 

실험결과 지형이 수직경사가 22.5°이내에서는 수평경사가 

20°이하일 때, 수직경사가 45°일 때 수평경사 25°에서 가시

형태와 가시율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를 반영하여 실제크기의 20%로 가시율이 감소되는 

경우 누적가시도의 합산과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에 비교한 결과, 조망

지점에서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주변으로 보이는 조망구역

이 전체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망지점과 근거

리에 있는 경관자원의 주변지역에 대한 시지각강도가 가시

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면적이 줄어들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솔암 외부의 가

시영역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실질

적으로 도솔암 인근의 가시영역은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순빈도로 합산했을 때 최대값

은 조망지점 116개 중 89로 조망지점에서 보이는 지점에 대

한 빈도수에 불과하지만 시지각강도를 분석했을 때 최대값

은 48.7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람의 시지각을 반영함으로써 

각 조망지점의 조망강도를 반영했기 때문에 최대값이 줄어

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조망지점에서 시지각강도를 분석할 경우 0.2이하 

지역은 실제로 눈에서 거의 인식이 되지 않는 지역에 해당

한다. 사람의 실제 시지각을 반영하기 위해 각 조망지점에

서 분석한 시지각강도의 0.2이하 지역을 제외한 결과를 시

지각강도와 비교하였다. 사람의 인식강도가 상대적으로 낮

은 구간이 제외되면서 시지각강도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명승의 지정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

람의 인식이 높은 구간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0.2이하 구

간을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가치가 높은 구역을 지정구역으

로 편입해야 한다(그림 2 참조).

표 3. 지형의 기울기에 따른 가시면적의 변화

구분
수평 경사

85° 40° 30° 25° 20° 15°

수직

경사

0°
가시형태

가시율(%) 99% 66% 35% 27% 18% 9%

22.5°
가시형태

가시율(%) 92% 61% 33% 25% 17% 8%

45°
가시형태

가시율(%) 71% 47% 25% 19% 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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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명승 지정구역 설정방법

1. 명승 지정구역 설정과정

명승은 지형 및 지질, 식생, 전통건축물 등 다양한 경

관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경관자원이 모여서 명승

만의 장소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명승 자원뿐

만 아니라 그 주변의 보호도 요구된다. 명승의 주변이라 함

은 명승을 조망할 때 사람이 인식하는 전경 또는 배경영역

을 일컫는다. 경관은 보는 방법, 위치, 시간 등 다양한 조건

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장

종수 2014). 하지만 명승을 지정·관리하기 위해서는 객관

적인 지표의 적용이 필요하다.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 명승의 지정구역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기 위하

여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데

이터를 구축하였다. 문화재청에서 고시도면으로 이용하는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2.5×2.5m 크기의 지형표

고모델(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구축하였다. 여

기에 일반적인 건물의 1층 높이(3m) 명승 주변의 숲의 높

이(20m)를 반영하여 수치표면모델(DSM, Digital Surface 

Model)을 작성하였다.

둘째, 문화재청에서 발행한 『명승 경관자원 조사연구 

및 DB구축』의 내용을 참고하여 명승의 조망지점 및 경관자

원을 선정하였다. 『명승 경관자원 조사연구 및 DB구축』은 

명승 주변 근원경(2.5km)에서 중원경(5km)에 위치한 접근

로, 국도, 지방도, 포장도, 봉우리, 역사적 장소, 저수지, 만

남의 장소, 지형지물 등을 조사하여 조망지점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유효조망지점을 선정하였다. 또한 경관자

원은 자원환경, 인문, 경관자원분야로 조사하고 이를 학술

적·역사적·경관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명승 관련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조망지점

과 경관자원에 대한 내용을 차용하였다.8

8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명승 경관자원 조사연구 및 DB구축(3차)』;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명승 경관자원 조사연구 및 DB구축(4차)』; 국립문화재연구

소, 2013, 『명승 경관자원 조사연구 및 DB구축(6차)』.

그림 2.   누적가시도의 합산방식(A: 단순빈도, B: 시지각강도, C: 시지각강도 0.2이하).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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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명승 경관자원의 특성에 따라 전경의 보호가 필

요한 자원과 배경의 보호가 필요한 자원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GIS를 이용하여 가시권분석을 실시하고 가시구

역의 시지각강도를 계산하였다.9 

다섯째, 시지각강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여섯째, 시지각강도 분석결과 현장조사의 내용을 종합

하여 명승 지정구역의 재조정안의 작성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조망지점 및 자원구역 선정

‘자원구역’은 명승자원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선정된 경관자원은 조사를 통해서 조망의 보호

가 필요한 명승과 자원의 보호가 필요한 명승으로 재분류

하였다. 분류된 경관자원은 명승자원의 특성에 따라 지형

도, 항공사진 등의 참조요소를 토대로 GIS를 이용하여 도

면화하였다. 명승의 경관자원은 봉우리, 하천, 계곡 등 자

연물과 건조물, 누·정·대처럼 인공물로 구성된다. 인공물

은 비교적 그 경계가 명확하다. 하지만 자연물인 경관자원

은 그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자연

물의 경관자원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참조요소를 토대로 

기준을 설정하였다(표 4 참조). 

표 4. 명승 경관자원 도면화 구성요소 및 기준

경관자원 구성요소

봉우리 최저 조망점 높이에서 산정상 높이 차의 70%이상 지역

능선 GIS를 이용하여 능선을 추출

계곡 및 하천 수치지형도의 수계 참조

절벽, 암반, 바위 임상도 참조하여 경계설정

식생 임상도 참조하여 경계설정

3. 누적가시도 분석

‘조망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경관자원의 특성에 따

라 전경의 보호가 필요한 자원, 배경의 보호가 필요한 자

원으로 분류하였으며 시지각강도를 이용하여 전경과 배경

영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적으로 조망구역을 

계산할 수 있도록 파이썬10으로 분석프로그램을 자체 개

발하였다.

1) 경관자원의 전경선정

산봉우리, 절벽 폭포와 같은 경관자원은 조망지점에

서 바라 볼 때, 형성되는 조망지점과 경관자원 사이의 전경

의 보호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망지점’을 선정하

9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시권분석은 ESRI 사의 ArcGIS 10.3버전의 Viewshed2 기능을 이용하였다. ESRI사는 1969년 Jack Dangermond가 설립한 회사

로 미국의 대표적인 GIS기업이다. ESRI는 공간정보를 통합하고 애플리케이션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ESRI사의 ArcGIS은 지도를 이용해 시각

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ArcGIS의 viewshed2에선 조망지점 높이, 수평각 범위, 수직각 범위, 최대 가시거리 등을 조절할 수 있다.

10 파이썬은 1991년에 Guido van Rossum이 개발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지만 문법이 쉽고 간결하며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을 그대로 표현하여 프로그래

밍 하게 되어 있어 구독과 활용이 매우 쉬운 언어이다. 파이썬은 오픈 소스로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간결함을 갖추고 있어 공개된 소스 코드를 읽기 쉬

운 가독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많은 장점으로 인해 파이썬은 개발된 또는 파이썬에 삽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라이브러리가 공개되어 있다. 또

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스 공개가 계속되고 있어 프로그래밍 초보자들도 쉽게 원하는 알고리즘을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정윤희, 2014, 
앞의 논문, p.5.

GIS 데이터 구축

⇩

조망지점 및 경관자원 선정

⇩

경관자원 분류

전경보호 배경보호

⇩

시지각강도 분석

가시여부 × 가시여부 × 가시여부

⇩

현장조사

⇩

지정구역 재조정

그림 3.   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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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이는 시각대상의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시각대상 뿐만 아니라 그 중간영역에 대한 보

호가 요구된다(정현태, 2009). 명승은 조망지점과 경관자원 

사이의 전경을 지정구역으로 편입하여 경관을 관리할 필요

가 있다. GIS를 이용하여 각 조망지점에서 보이는 경관자원

의 최대, 최소 경계좌표를 계산하였고, 시지각강도 분석을 

실시하여 조망지점에서 보이는 전경영역을 선정하였다(그

림 4 참조).

2) 경관자원의 배경선정

배경은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그 주변부로 형성되는 

영역이다. 경관자원의 배경은 해당 명승의 영역성을 확보하

는 지표가 되며 이를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태일과 

김충식(2014)은 명승의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자원을 중심

으로 배경을 보호하기 위한 가시권분석기법을 개발하였으

며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120°의 범위로 배경보호의 필요성

을 제기하였다. 식생경관, 암석경관, 전통건조물은 해당 자

원의 보호뿐만 아니라 그 주변과 배경영역까지 함께 보호

되어야 한다. 배경을 선정하기 위해서 GIS를 이용하여 보

이는 경관자원의 중심좌표를 계산하였고, 중심점으로부터 

120°범위로 시지각강도를 적용하여 배경영역을 선정하였다

(그림 5 참조).

3) 누적가시등급 산정

가시빈도와 경관 강도와 같은 주제도는 결과 값이 분

포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경계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각 분포도를 토대로 등급화하여 결과를 검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명승의 지정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0.2이하 시지각강도의 결과를 GIS

의 Natural Break기능을 이용하여 5등급과 3등급으로 분류

하여 검토하였다. 5등급으로 분류했을 때는 해당지역 내 세

분화된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3등급으로 분

류할 경우에는 좀더 명확하게 비슷한 시지각강도 지역을 구

분할 수 있다.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에서 116개의 조망지점

으로 시지각강도의 등급 비교결과 5등급으로 분류했을 때 3

등급지역과 3등급의 2등급지역의 분포가 비슷한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3등급도를 토대로 명승의 지정구역 

조정안을 작성하였다. 기초실험 결과 2등급 이상의 지역이 

지정구역으로 편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그림 6참조).

표 5. 누적가시등급 산정비교

구분
5등급 3등급

최소 최대 최소 최대

1등급 12.4 44.6 8.2 44.6

2등급 7.6 12.4 2.4 8.2

3등급 7.0 7.6 0.2 2.4

4등급 1.2 4.0 - -

5등급 0.2 1.2 - -

그림 6.   등급구간별 누적가시도(0.2이하 제외)(A: 5등급도, B: 3등급도).

A B

그림 5. 경관자원의 배경선정(하태일 2016).

가시빈도1

가시빈도2

경관자원

조망점

그림 4. 경관자원의 전경선정(하태일 2016).

가시빈도1

가시빈도2

경관자원

조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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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조사 및 명승구역 조정안 작성

현장조사를 통해 시지각강도 개념을 적용한 누적가

시등급도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시지각강도가 높다는 것

은 명승 주변의 조망지점에서 명승자원의 인식률이 높다

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

표이다. 하지만 시지각강도가 낮다는 것은 해당지역이 보이

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망할 때 지각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GIS상에서 분류된 등급은 임

의의 등급값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한 경험적 판단이 

요구된다. 현장조사를 위해서 구축된 DSM(Digital Surface 

Model)을 3D로 구현하고, 시지각강도의 누적가시등급도를 

표현하였다. 명승구역은 시지각강도를 적용한 조망구역과 

자원구역을 중첩하여 설정하였다. 시지각강도는 명승의 특

성과 규모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경관과 비교하여 제척과 편입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구역조정안을 작성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1) 조망지점 및 경관자원 선정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은 곳곳에 기암괴석이 봉우리

를 이루고 있어 경관이 빼어나고 숲이 울창하며, 도솔암 주

변에는 마애불이 조각되어 있다. 지정구역은 도솔암의 배경

을 이루는 도솔산의 형상을 전체적으로 설정되었다. 낙조

대, 용문암, 천인바위, 용문암정상, 천왕봉은 대표적인 봉우

리로 전경의 보호가 필요한 경관자원으로 분류되었으며, 도

솔암, 주변 식생경관은 배경의 보호가 필요한 경관자원으

로 분류되었다. 경관자원 분류 후 항공사진과 수치지형도

를 이용하여 경관자원의 실제 점유면적을 도면화하였다. 조

망지점은 사자바위 등산로, 천상봉 - 낙조대 등산로, 청룡

산 - 취바위 등산로로 30m간격으로 총 116개가 선정되었

다(그림 7 참조). 

2) 누적가시도 분석

(1) 전경구역 및 배경구역 선정 결과

선정된 116개소의 조망지점에서 시지각강도 분석을 

실시하여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의 경관자원의 전경 

및 배경구역을 선정하였다. <그림 11, 12>에서 빨간색이 진

해질수록 주변 조망지점에서 해당 구역의 시지각강도가 높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경의 보호가 필요한 경관자원

은 천왕봉, 천상봉, 낙조대 일원이며 분석결과 천왕봉과 천

상봉 일대의 시지각강도가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경의 

보호가 필요한 경관자원은 도솔암 마애불, 용문암, 도솔암 

그림 8.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의 누적가시도 산출결과 

(A: 전경구역, B: 배경구역).

A B

그림 7.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의 경관자원 및 조망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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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며 분석결과 천왕봉 서쪽의 개이빨산과 북쪽의 선운산

의 시지각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경구역과 배경

구역 각각의 시지각강도 분석결과만으로는 도솔암 주변 경

관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경구역과 배경구

역을 중첩하여 도솔암 주변의 전체적인 시지각강도를 분석

하였다(그림 8 참조). 

(2) 누적가시등급도 작성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시지각강도 분석결과를 3등급

으로 분류하였다. 천왕봉 일부 능선과 도솔암 주변, 낙조대 

주변이 1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솔암 주변의 조망지점

에서 경관자원을 바라볼 때, 천왕봉과 도솔암주변, 낙조대

의 경관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등급 구간은 1등

급 주변지역으로 형성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도솔암주변의 천왕봉과 낙조대 구간에 대한 시지각강도

가 높으며 지정구역으로 설정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판단

된다. 3등급은 도솔암 북쪽 선운산과 서쪽의 개이빨산 영역

이 포함되었다. 조망지점에서 시지각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도솔암 주변의 전체적인 영역성을 형성하는 구간으로 판단

된다(그림 9 참조). 

표 6. 시지각강도의 누적가시등급도

등급 최소 최대

1 8.2 44.6

2 2.4 8.2

3 0.2 2.4

3) 현장조사 및 명승 지정구역 재조정

(1) 현장조사 결과

시지각강도 분석결과 도솔암 주변 천왕봉에서 강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되었으며, 도솔암 북쪽의 선운산은 상대

적으로 낮은 강도를 보였다. 현장조사에서 도솔암 마애불

이 잘 보이는 낙조대에서 조망한 결과, 천왕봉 주변이 주된 

조망구역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도솔암 북쪽의 선운산까지

가 낙조대에서의 주요 조망지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현장조사 결과 주요경관자원이 분포한 지역과 시지각

그림 9.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시지각강도 분석 결과.

그림 10. 도솔계곡 일원 시지각강도 3D지형 모델링.

사진 1. 낙조대에서의 조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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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경관자원. 그림 12.   시지각강도 누적가시등급도. 그림 13.   구역조정안.

강도가 높은 지역 모두 실제 경관의 인식이 우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10, 사진 1 참조).

(2) 명승 지정구역의 재조정

명승 경관자원의 점유지역과 시지각강도를 토대로 작

성된 누적가시등급도를 이용하여 명승의 지정구역을 재조

정하였다. 명승의 경관을 구성하는 경관자원의 보호를 위

해서 경관자원 구역은 지정구역으로 포함시켰다. 시지각강

도 분석결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1등급과 2등급지역을 중

심으로 지정구역을 설정하였다. 지정구역 재조정 결과 기존

의 천왕봉 북동쪽과 서쪽의 사면은 제외될 것으로 판단된

다. 반면 도솔계곡의 일부분과 남쪽의 낙조대지역의 일부는 

지정구역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지각강도

에 의해서 지정구역을 설정한 결과 개이빨산, 선운산의 일

부구간이 파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지각분석 결

과 3등급으로 형성되는 지역은 명승의 지정구역으로 편입

하기에는 가치가 떨어지지만 명승의 경관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할 필요

가 있다(그림 13 참조).

2. 지리산 화엄사 일원

1) 조망지점 및 경관자원 선정

지리산은 두류산이라고 불리는 영산으로 천왕봉, 노고

단 등 수많은 산봉우리, 웅장한 기암절벽, 계곡, 울창한 산

림 등이 있어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천년고찰 화엄사와 조화

되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명승이다.11 지정구역은 화엄사 

북쪽의 연기암과 청계암 주변이며, 남쪽은 화엄사 계곡 입

구까지 동쪽은 보적암 주변 해발 약 450m 지점까지이다. 지

리산 화엄사 일원의 경관자원은 주로 화엄사 경내와 보적암, 

연기암 등 주변의 암자로 선정되었으며, 모두 배경의 보호가 

필요한 경관자원으로 분류되었다. 조망지점은 화엄사 진입

로, 화엄사 계곡, 보적암 - 연기암까지 이어지는 등산로에서 

11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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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간격으로 총 136개가 선정되었다(그림 14 참조).

2) 누적가시도 분석

(1) 전경구역 및 배경구역 선정결과

지리산 화엄사 일원은 전경의 보호가 필요한 경관자

원이 없기 때문에 배경구역만 선정하였다. 선정결과 화엄사 

서쪽의 차일 능선이 시지각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기암 북쪽의 일부 구간도 시지각강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15 참조).

(2) 누적가시등급도 작성

지리산 화엄사 일원 시지각강도 분석결과, 화엄사 서

쪽에 위치한 차일능선을 중심으로 1등급 구간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망지점의 대부분이 화엄사 

동쪽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노고단 지역과 

형제능선 부분은 시지각강도 3등급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또한 화엄사 주변의 능선 형상에 따라서 시지각강도

가 달라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지

형으로 이루어진 명승은 구역 내에서도 시지각강도가 다

양하게 분포되기 때문에 명승 내에서도 주요 관리구역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그림 16 참조). 

그림 16. 지리산 화엄사 일원 시지각강도 분석결과.그림 15. 지리산 화엄사 일원 배경구역.

그림 14. 지리산 화엄사 일원 경관자원 및 조망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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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지각강도의 누적가시등급도

등급 최소 최대

1 16.6 47.1

2 6.1 16.6

3 0.2 6.1

3) 현장조사 및 명승 지정구역 재조정

(1) 현장조사 결과

시지각강도 분석결과, 화엄사를 중심으로 서쪽의 차일

능선의 영역이 시지각강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현장조사 결

과에서도 화엄사 경내에서는 차일능선의 영역에 대한 시각

적 인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망지점이 화엄사 동

쪽에 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일능선의 시

지각강도가 높게 분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지각강도가 상

대적으로 높게 분석된 연기암 북쪽의 능선구간은 실제로 조

망이 어려웠다. 화엄사 주변의 조망은 주로 화엄사 동쪽으

로 올라가는 등산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관적으로 차

일능선 구역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그림 17, 사진 2 참조). 

(2) 명승 지정구역의 재조정

경관자원도(그림 18 참조), 시지각강도의 누적가시등급

도(그림 19 참조)를 참고하여 지리산 화엄사 일원의 명승 지

정구역의 재조정안을 작성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실제로 인

식이 잘되는 2등급 이상 지역을 지정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지정구역은 시지각강도가 높았던 화엄사 서쪽의 차일능선

을 따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경계

를 따라 설정하였다. 또한 시지각강도가 낮지만 화엄사 주변

의 암자들이 분포한 지역도 기존지역의 경계를 준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연기암 북쪽의 영역이 추가적으로 지정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3등급 이하의 지역은 화엄사 주변의 전

그림 17. 지리산 화엄사 일원 시지각강도 3D지형 모델링. 사진 2. 화엄사 경내에서 바라본 차일능선.

그림 18.   경관자원도. 그림 19.   시지각강도 누적가시등급도. 그림 20.   구역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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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경관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그림 20 참조). 

3. 영월 청령포

1) 조망지점 및 경관자원 선정

청령포는 회곡이 극심한 강물에 동·남·북 삼면이 둘

러싸여 있다. 서쪽에는 육육봉의 층암절벽이 둘러있어 외

부와 단절되어 있고, 한쪽으로는 육육봉이 솟아있어 경관

적으로 빼어난 곳이다. 지정구역은 곡류하는 서강의 일부

와 청령포 내부가 설정되었다. 서강의 지정구역 경계는 영

월군 남면과 영월읍의 행정경계선을 참조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서강, 청령포, 육육봉은 배경의 보호가 필요한 경관

자원으로 선정되었고, 하식절벽 등에 분포된 노산대, 망향

탑 등은 배경의 보호가 필요한 경관자원으로 분류되었다. 

항공사진과 수치지형도를 참고하여 실제 명승 경관자원의 

점유면적을 도면화하였다. 조망지점은 청령포 내부 탐방로, 

방절리 제방길 등에서 30m간격으로 58개가 선정되었다(그

림 21 참조).

2) 누적가시도 분석

(1) 전경구역 및 배경구역 선정 결과

청령포의 경관자원 중 전경의 보호가 필요한 자원은 

노산대 밑으로 형성된 하식절벽이다. 하식절벽 맞은편 제

방길에서 주로 조망되며 서강의 일부구간이 전경구역으로 

분석되었다. 배경구역을 분석한 결과 청령포 남서쪽의 육

육봉과 동쪽의 맞은편 산지의 시지각강도가 높게 나타났

다(그림 22 참조). 

(2) 누적가시등급도 작성

시지각강도 분석결과 1등급은 남쪽의 청령포 배경을 

이루는 육육봉 지역과 청령포 동쪽의 맞은편 산지 능선으

로 분석되었다. 2등급은 육육봉 주변지역과 청령포 전망대 

북쪽의 일부구간으로 나타났다. 각 조망지점에서 0.2이하의 

구간을 제외한 결과 하천의 대부분의 구간은 시지각강도가 

낮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그림 23 참조).

표 8. 시지각강도의 누적가시등급도

등급 최소 최대

1 11.3 30.3

2 3.8 11.3

3 0.2 3.8

그림 21. 영월 청령포 경관자원 및 조망지점. 그림 23. 영월 청령포 시지각강도 분석결과.

그림 22.   영월 청령포의 누적가시도 산출결과 

(A: 전경구역, B: 영월 청령포 배경구역).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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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검증 및 명승 지정구역 재조정

(1) 현장조사 결과

시지각강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

다. 하천영역의 시지각강도가 분석되지 않은 이유는 조망지

점의 높이(1.5m)와 하천사이에서 형성되는 조망각도가 현

저히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 조망지점을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했을 때, 하천영역이 조망되었다. 하천은 명승

을 형성하는 경관자원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명승 지정구

역으로 포함해야 한다. 청령포의 배경을 이루는 육육봉의 

시지각강도가 높게 분석되었고 현장조사에서도 보호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청령포 내부에서 조망했을 때 

형성되는 맞은편 산지도 시지각강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지

정구역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그림 24, 사진 3참조).12

(2) 명승 지정구역 재조정

자원구역(그림 25 참조), 시지각강도(그림 26 참조)를 

참고로 하여 영월 청령포의 명승 지정구역 조정안을 작성

하였다. 명승의 전체적인 경계는 시지각강도 2등급 이상의 

지역을 포함하였다. 하지만 남동쪽으로 육육봉 시지각강

도 1등급지역과 동쪽 산지의 경계를 따라서 명승의 지정구

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령포 

서쪽 제방 바깥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제방을 경계로 지

정구역을 설정하였다. 청령포의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한 전

12 청령포는 단종의 유배지로 내부에서 외부를 볼 때 사면이 막혀 있어서 많은 고립감이 들었다고 한다. 사면이 막힌 청령포의 독특한 경관은 그 주변까지 지정

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림 24. 영월 청령포 시지각강도 3D지형 모델링.

사진 3. 전망대에서 본 청령포.

그림 25. 경관자원도.

그림 26. 시지각강도 누적가시등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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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대구역은 시지각강도 등급이 높지만 명승으로의 가치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육육봉의 서쪽과 

동남쪽에 분포되어 있는 3등급지역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

역으로 설정하여 별도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그

림 27 참조).

Ⅴ. 결론

명승은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

라 예부터 사람들이 많이 향유하던 경관이기 때문에 건물

이나 구조물과 같은 독립적 문화재의 지정구역 설정방법에

서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명승의 지정구역을 설정하기 위

해서 경관적 가치와 조망여부를 정량적으로 다루는 시지각

강도(視知覺强度)라는 지표를 도입하였고, 그 가능성과 효

과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승 지정구역의 설정을 위한 시지각강도 지표

를 선정하였다. 명승의 지정구역의 설정을 위해 조망지점에

서 대상과의 거리, 입사각을 고려하여 시지각강도의 지표

를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명승의 지정

구역 설정에 적합한 시지각강도 도출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GIS로 구현하였으며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둘째, 실제 명승을 대상으로 가시빈도와 시지각강도의 

결과를 비교하여 시지각강도의 효용성을 검토하였다. 경관

의 인식은 대상과의 거리보다는 입사각이 시지각강도에 많

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 조망지점에서의 

시지각강도의 결과를 분석했을 때, 시지각강도 0.2이하의 

지역은 시지각이 현저하게 낮으므로 명승의 지정구역설정

에 있어서 제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기 지정된 명승을 대상으로 시지각강도를 도입

하여 명승 지정구역 재조정안을 작성하였다. 명승의 지정구

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지각강도를 3등급으로 분류하고 

2등급이상의 지역을 지정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

지각강도 등급도는 지정구역의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등급도를 토대로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해 편입과 

제척여부를 결정하였다.

가시빈도와 시지각강도와 같은 경관분석은 실제 조망

지점의 선정에 따라서 분석결과가 달라진다. 좀 더 세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명승의 지정구역 및 경관관

리를 위한 조망점의 합리적인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누적가시도, 시지각강도처럼 정량적인 가시권분석방

법으로 명승의 지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명승의 역사문

화적가치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조망구역뿐만 아니라 명승자원구역을 설정하여 이

를 보완하려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대상지를 계곡지형, 하천지형, 산지형의 대표적인 명승

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전체 명승에 적용하여 분석방법

의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지각강도를 지

표로 명승의 지정구역 설정방법을 제안하였지만 주변의 역

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구체적인 설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그림 27. 구역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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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pplied the index called Visual Perception Intensity (VPI) which quantitatively deals with 

landscape values and viewpoints to designate the cultural heritage areas in the Scenic Sit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VPI selection index was presented for designating the cultural heritage areas in the Scenic Sites. 

The index was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distance from the viewing point to the object and its incident 

angle. In addition, the process of the VPI analysis was implemented with GIS and the analysis algorithm was 

constructed.

Second, the possibility of VPI was examined by comparing the simple frequency of the cumulative visibility 

with the results of the VPI. The VPI was analyzed to be more inf luenced by the incidence angle than the 

distance between the viewpoint and the object within a 4.74 km area.

Third, a field surve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VPI classification. The survey 

was implemen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VPI to examine whether human visual 

perception was fully reflected.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field survey that an area with high VPI was also an 

important area.

Fourth, a plan for the cultural heritage area adjustment was constructed by applying the VPI to the areas 

already designated as Scenic Sites.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 VPI into three classes, it was found that the 

areas with the second class or higher were needed to be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 areas and the areas with 

the third class a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Preservation Area.

A Study on the Designation of Scenic Sites Considering 
Visual Perception Intensit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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