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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 서  론

산촌은 산지 가까이에 형성된 촌락으로 다른 지역보

다 다양하고 풍부한 생태자원과 깨끗한 공기 등 쾌적한 

환경을 지녔으며(Min et al., 2013), 마을의 생태자원, 지

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수익구조를 이루고 있다(Kim and 

Kim, 2017). 하지만, 2018년 기준 산촌의 고령 인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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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0.2%로 2015년 기준 도시 11.4%, 농촌 21.6%에 비

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

이다(Chang et al., 2018). 이에 산림청에서는 우수한 자연

경관과 청정한 생활환경 등 산촌이 지닌 잠재적 매력과 

가치를 극대화한 국토 공간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계획과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수행

하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7). 산림청은 산촌주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공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산촌의 경관적 중요성을 포함하여 정책과 지원사업을 추

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산촌경관 관리를 위한 수단과 

방법의 마련은 미진한 상황에 있다. 산촌의 입지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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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높은 임야율과 해발고 등으로 접근성이 불

리한 지형적 요건으로 비교적 원시적 자연이 잘 유지될 

수 있어(Forest Community Foundation, 2010), 경관의 자

원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활용적 측면

에서도 잠재성 가치가 우수하다. 

경관은 일차적으로 ‘보이는 풍경’이나 이차적으로는 

보이는 풍경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작용, 인간

의 활동 등과 관련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야 하며(Im, 2009), 인간이 시·지각을 통해 보고 느끼

는 것이므로 주체가 되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경관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Hwang, 2011). 또

한, 개인적 특성, 경험 등에 따라 경관을 다르게 인식하

지만 다양한 개개인의 인지지도(Cognitive Map)는 지역

에 대한 공통으로 갖는 중첩적인 지역의 공공 이미지

(Public Image)를 갖게 된다(Kim, 2011).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경관의 대상과 관찰자의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산촌경관의 특징을 살펴보면, 산촌

주민은 산림을 배경으로 일상생활에서 경관을 경험하며 

산촌경관 정체성을 형성하고 보전‧관리하는 주체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은 주민의 경관적 특성을 반영하

지 못한 채 수립·추진되어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문화 

유산이 훼손되는 등 산촌경관의 획일성과 정체성 미확립

을 초래하였다.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공공주도의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난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주민주

도형 경관관리 추진, 경관정체성 형성을 위한 법률적 근

거가 마련되었다. 주민주도형 방식의 경관계획이 수립되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경관에 대한 관

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경관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

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Cha and Lee, 2012; Ko and 

Son, 2016; Park and Lee, 2017). 

국토부는 법정계획으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

2024)을 수립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이는 경관관리 주체의 역량 

부족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이 경관형성관리 주체로써 

참여의식 활성화를 통한 국민체감 확산을 정책 방향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실천과제로 

주민자치와 연계한 주민 경관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

발 등을 통해 주민의 역량 강화 및 참여 확산을 위한 정

책적 노력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 작용적 산촌경관의 특징

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산촌경관의 정체성 확보를 위

한 계획 및 사업 추진의 기초자료가 되는 산촌의 거주

민이 인식하고 있는 산촌경관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

였다.

II. 이론적 고찰

1.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경관인식 연구 

경관인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경관 형용사, 사진 

및 슬라이드, 심층면담을 이용한 연구 등 다양한 경관인

식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먼저, 경관 형용사를 이용한 경관인식 연구로 Joo and 

Im(2003)은 선행연구, 직접 조사 방법을 통해 도시 경관

에 대한 경관 형용사를 추출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도시

경관 분석 도구로서 경관 형용사 목록을 제시하였다. 

Ban et al.(2012)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촌경관 평가와 

경관유형별 지표에 적합한 대표 경관 형용사를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공간유형별 대표 경관 형용사를 선정하였다. 

경관 형용사를 이용한 경관 인식 파악 연구는 각 공간과 

목적에 맞게 경관 형용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다수 

진행되어왔다. 

사진 및 슬라이드를 활용한 연구 중 Lee et al.(2016)

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탐방객을 대상으로 이용자 활용 

사진 촬영(VEP : Visitor Employed Photography)방법을 활

용하여 실제 체험하는 경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Yoon and Son(2018)는 거주민 참여 사진촬영 방

법(REP : Resident Employed Photography)으로 개발제한 

구역 내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들이 생활하며 축적된 경

험을 토대로 인식하고 있는 농촌경관에 대한 특징을 도

출하고 해석하였다. Lee et al.(2016)은 걷기를 동반한 위

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촬영으로 도시근교 농촌 일상경관

에 대한 거주민의 주관적 인식조사를 하여 인지지도와 

감정지도를 작성한 후, 기존의 경관조사방법과 비교분석

하여 걷기를 동반한 경관인식 조사가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상의 연구에서의 사진은 경관의 시각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 이외에 응답자가 과거의 경험을 상

기시키는 매개체 역할과 복합적으로 경관을 인식한 것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한편, 거주민이 인식하는 경관의 특

징과 관련하여 lee(2017)는 도시 근교 농촌지역 거주민의 

주관적 경관 인식 분석을 통하여 경험적 특성이 다른 거

주민은 장소에 기반한 경관인식에 차별성 보이고 생활환

경, 사회적관계가 경관 인식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촌을 포함하는 농촌의 

경관 유형에 대한 도시민과 거주민의 인식 특성을 비교 

분석한 Baek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거주민은 산림, 

경작지, 주거지 등의 순서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결과를 제시한 바가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관 인식 연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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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다. Woo and Suh(2017)는 텍스트 마이닝 기

법과 인자분석을 활용하여 롯데월드타워의 경관 이미지

를 비교분석 하여 텍스트 마이닝이 경관분석에 활용 가

능한지에 관해 확인하였다. Lee and Son(2018)는 소셜미

디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장소별 나

타나는 키워드를 추출하고 각 장소에 대한 이용자의 경

관체험, 경관 인식과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의미를 해석

하였다. 

이처럼 경관인식 연구는 과거 형용사 척도를 활용한 

측정 및 사진 및 이미지를 활용한 인식 분석 등의 연구

에서 최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특정 대상 또는 주제에 

따른 인식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로 변화되고 있다.

2. 주민참여 경관관리

지역 또는 마을의 경관관리에 있어 거주민들의 경관

관리에 관한 주도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Jin(2014)은 경관사업 실

행에 있어 관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과정과 사업 이후 

주민들이 경험하게 되는 생활상 어려움을 분석하여 제시

한 바가 있다. Kim(2016)은 마을경관 개선사업 추진과정

과 유지‧관리 과정에 있어 사례별 주민 참여 활동의 방

법과 수준을 살핌으로써 마을경관 개선사업에 있어 주민

참여 활동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Choi et 

al.(2017)은 주민들 간 또는 주민들과 지자체 간의 협정

을 통해 일정 범위의 경관을 형성하고 관리해 나가는데 

필요한 경관협정 제도와 관련하여 경관관리를 위한 계획

의 수립이나 경관사업의 과정에서도 그 지역의 경관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경관협정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Park(2016)은 경관협정사업 시행 후 유지관리에 관

한 만족도 영향분석을 통해 경관협정사업은 주민들의 유

지관리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게 나타나 경관협정사업 

목적인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경관협정 과정뿐만 아니

라 완료 후에도 지속해서 나타남을 규명한 바가 있고, 

Park(2017)은 경관협정 시범사업에 참여한 주민 대상 인

식조사를 통해 참여 주체의 적극성이 경제적 기반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마을단위 

경관관리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지역의 경관적 정체성 확보 및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제

시하고 있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참여 경관

관리 분야의 연구는 계획 과정의 문제점 개선 및 사업 

효과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주민이 인식하는 경관 구성요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규명을 위한 접근은 미진한 상황이다.

최근 Park and Lee(2019)가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참여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지

속적인 경관개선사업과 관리를 위한 주민 중심 활동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연구가 필요

한 상황이며, 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경관요소의 중요도

와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을 통해 주민주도의 자발적 활

동을 유도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3. IPA 방법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는 만족도와 중요도

를 매트릭스화 하여 만족도와 중요도의 높고 낮음에 따

라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 방법을 재고할 수 있는 유

용성이 있다(Im et al., 2017).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는 Martilla와 James에 의해 1977년 개발된 분석

방법으로 중요도와 만족도의 두 가지 차원에서 요인의 

특성을 분석하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Lai and 

Hitchcock, 2015; Oh and Ryu, 2016; Kim and Son, 2016). 

IPA는 수요자의 평가를 통해 변수에 대한 중요도와 만

족도를 파악하고, 공급자의 대응방안 우선순위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Guadagnolo, 1985). Martilla와 James의 전

통적 IPA는 만족도(X축)와 중요도(Y축)의 각 속성에 대

한 평균값을 교점으로 하는 IPA Grid를 구축한다. 이후 

각 사분면에 있는 인자들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

고, 이는 향후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다양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IPA는 중요

도와 만족도가 독립적이지 않고, 속성별 만족도가 전체 

만족도 보다 선형이고, 대칭적 형태를 지닌다는 문제점

이 지적되었다(Matzler et al., 2004; Deng 2007).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Kano et al.,(1984), Vavra(1997), 

Deng(2007)의 수정된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Kano et 

al.,(1984) 방법의 경우 기본요인·매력요인·실행요인으로 

품질 속성을 구분한 Three-factors Model을 구축하여 만

족도의 독립적·선형적·대칭적 관계를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복잡한 통계적 과정을 수행

해야 하는 Three-factors Model은 기존 IPA의 장점인 분

석과 결과 해석 용이성을 상쇄시키는 단점이 나타났다

(Jeong and Seo, 2010). Vavra(1997)는 수요자가 평가한 

명시적 중요도보다 통계적으로 도출된 내재적 중요도가 

예측타당도가 높다고 제시하였다(Pyo, S. S., 2009; Ko, 

2013). 그러나 회귀분석과정 중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

성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Anderson and Sullivan, 

1993). Deng(2007)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회귀

계수 대신 편상관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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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다(Deng, 2007; Yoon et al., 2011). Deng(2007)의 

방법은 수요자의 만족도 변화를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선형 분포 및 밀집의 경향을 줄여주어 통계적 오차범위

를 감소시킬 수 있다(Deng, 2007). 본 연구는 산촌 거주

민을 대상으로 중요도와 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

는 설문을 통해 산촌경관 특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선

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인식조사에 주로 사용되는 

T-test를 활용한 표본간 인식차이 검증, 회귀분석에 따른 

영향요인 규명, 기타 교차분석 등을 활용한 의미해석은 

경관 구성요소의 중요성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으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경관연구 초기에 

많이 사용된 형용사를 활용한 경관이미지 평가를 고령화

된 산촌 거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 보다는 통계적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Deng(2007)의 수정된 IPA를 활

용한 분석이 결과도출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I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대상지는 산림청이 산촌생태

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한 마을과 2017년 이후 산림휴양

치유마을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마을을 조사 

후보로 선정하였다. 1차 검토에서는 312개 산촌생태마을 

중 사업 활성화 및 주민참여가 우수한 상위 10% 이내의 

마을(산림청 평가기준) 31개와 2017년과 2018년에 산림

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

되는 있는 6개 마을 등 37개 마을이 선정하였다. 최종적

으로 마을대표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주민협조 여부가 

확인된 25곳을 조사대상으로 확정하였다. 2019년 3월부

터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에 걸쳐 직접방문을 통

한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지의 지

역적 특성은 강원도 9개, 경기도 2개, 경상북도 4개, 울

산광역시 1개, 전라남도 1개, 전라북도 3개, 충청남도 3

개 등으로 구성되었다(Figure 1). 설문의 방식은 설문지

에 직접 응답하는 자기기입방식이나 고령의 응답자 중 

스스로 기입이 어려울 경우는 조사원이 작성하는 직접기

입방식을 이용하였다. 

산촌경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

(Shin and Choi, 2014; Shin and Shin, 2015) 및 현장 조사

를 통해 산촌의 경관자원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Table 

1). 산촌의 경관 유형과 관련해서는 Ko et al.(2020)의 군

집분석을 이용한 산촌경관 유형 구분 및 특성을 고려하

였으나 경관의 유형별 특징을 기준으로 경관구성요소를 

세분화하는 것은 본 연구의 설문 항목 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연구 및 현장조사에 기초한 경관 구

성요소만 활용하여 설문 항목으로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경관구성요소는 조경학 전공 교수 2인, 농촌지역 계획 

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였다. 신뢰성 및 타당성은 Cronbach’s Alpha 계수

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Large Medium Small

Cultivation 

Landscape

Cultivated Land Landscape

Orchard, Rice paddy, Field, Pasture, Nursery, Felling and Logging Land, 

Apiary Ground, Speciality and Industrial Crop Cultivated Land, Mushroom 

Cultivated Land, etc.

Forestry & Agriculture Facility 

Landscape

Food Processing Facility (Logistics facility, Factory, Rice Mill, etc.), 

Agricultural Irrigation Canal, Vinyl House, New Renewable Energy Plant(Wind 

Power Plant, Solar Power Plant, etc.), Warehouse, Livestock Facility, etc.

Forest Service & 

Profitable Facility Landscape

Accomodation, Commercial Facility, Educational Facility, Activity Center, Facility 

for Management, etc.

Nature 

Landscape

Forest Landscape Forest, Maeul Forest, Tree, Forest Trails, Topography, Cave, etc.

Waterfront Landscape River, Valley, Stream, Reservoir, Pond, etc.

Coastal Landscape Coast, Marine, etc.

Life 

Environmental 

Landscape

Settlement Landscape
Public and Basic Facility, Medical Facility, Religious Facility, Residential 

Facility, Educational Facility, etc.

Streetscape Road Furniture, Monument, Sports facility, Sign, Rest Facility, etc.

Historic Cultural Landscape
Kiln, Old House, Cemetary, Cultural Facility, Cultural Property, Water Wheel, 

Stela, Buddhist Temple, Well, Gazebo, Shade Tree, etc.

Table 1. Mountain Village Landscape Resourc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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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A. Jindong Village 

B. Dalbitsori Village 

C. Gwangchi Village 

D. Wolwoon Village 

E. Omi Village 

F. Mirnae Village* 

G. Misan Village 

H. Natgang Village 

I. Gongsoojeon Village 

J. Seolgokotsam Village 

K. Umsobanditbul Village 

L. Mapyeong Village 

M. Changwon Village 

N. Okgye Village

O. Dooma Village* 

P. Tapjeong Village 

Q. Sokgok Village 

R. Sohori Village 

S. Byeolnaeri Village 

T. Sindeok Village 

U. Solnaeeum Village 

V. Horongbull Village 

W. Nongri Village 

X. Oseosansangdam Village 

Y. Janggok Village 

*Forest Recreation Healing Village

Figure 1. Surveyed Mountain Village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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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경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항목으로 응답

자의 산촌경관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고려하여 경관

자원 중분류로 구성된 경작지경관, 농림업생산시설경관, 

산림서비스·소득시설경관, 산림경관, 수변경관, 해안경관, 

정주경관, 가로경관, 역사·문화경관 등 9개의 항목에 대

해서 5점 리커트 척도를 적용한 산촌경관의 만족도와 중

요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 수 있도록 범주형 명목척도의 6문항(성별, 연령 등)을 

포함하였다. 

총 168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중도 포기 등 분석에 무효하다고 판단되는 18부를 제외

한 15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25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의 빈도

분석과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 검증, 중요도와 만족도

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기술통계 분

석을 바탕으로 중요도와 만족도의 상대적인 관계를 규명

하여 산촌경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설문응답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산촌경관의 보전 및 관리 방안 제시를 위한 산촌경관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남성 응답자(51.3%)

가 여성 응답자(48.7%)보다 많았으며 연령의 경우, 60대

(32.7%), 50대(30.7%), 70대(17.3%) 등의 순으로 응답자 

전체 연령대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경

상북도(36.7%)와 강원도(23.3%)가 약 60%로 나타났다. 

거주지의 체류 유형은 ‘도시에 거주하다가 귀산촌’이 

44%, ‘고향이며 계속 거주’가 40%, ‘다른 농산어촌지역

에 거주하다가 이주’는 16%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30

년 이상이 35.3%,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7%, 20년 

이상 30년 미만 16.7%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오랫동안 

산촌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의 경우, 농림수산

업이 49.3%로 가장 많았고 전문가·사무직(10.7%), 서비

스·판매직(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2. 신뢰성 검증

산촌경관 자원에 대한 측정 및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만족도 

Division no.(%) Division no.(%)

Gender
Male 77(51.3)

Resident 

type

Hometown 60(40)

Female 73(48.7) Resettled from other rural areas 24(16)

Age

20s 4(2.7) Resettled from urban areas 66(44)

30s 2(1.3)

Residence 

Period

Less than 1 year 3(2)

40s 17(11.3) More than 1 year and less than 5 years 18(12)

50s 46(30.7) More than 5 years and less than 10 years 20(13.3)

60s 49(32.7) More than 10 years and less than 20 years 31(20.7)

70s 26(17.3) More than 20 years and less than 30 years 25(16.7)

80s 6(4) More than 30 years 53(35.3)

Residence

Location

Gyeonggi-do 14(9.3)

Occupation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74(49.3)

Gangwon-do 35(23.3) Service and Sales 14(9.3)

Chungcheongnam-do 17(11.3) Professional and Officer 16(10.7)

Jeollabuk-do 2(1.3) Housework 13(8.7)

Jeollanam-do 10(6.7) Technical work 7(4.7)

Gyeongsangbuk-do 55(36.7) Labor 5(3.3)

Gyeongsangnam-do 14(9.3) Unoccupied, Retired 12(8)

Ulsan 3(2) Other 9(6)

- - Total 150

Table 2. Respondent’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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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였으며, 0.82로 

나타나 설문 항목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상대적 중요도와 만족도 

먼저 수정된 IPA를 실시하기 위해서 측정항목의 만족

도를 자연로그(LN)로 변환한 후, 이 값을 전반적 만족도

와의 편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도출하

여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평균값을 도출하고 평균값을 기준으로 순위를 살펴보았

다. 산촌경관 자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

체 평균값은 0.59, 3.32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

촌주민은 경작지경관(0.74)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

며, 다음으로 해안경관(0.69), 농림업생산시설경관(0.61)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

로 가로경관(0.55), 산림서비스·소득시설경관(0.53)에 대해

서는 중요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만족도에서는 산

림경관(3.97)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경작지경관(3.53), 

수변경관(3.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해안경관

(2.89), 농림업생산시설경관(3.11), 역사·문화경관(3.13) 등

의 산촌경관 자원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Table 3). 

4. 수정된 IPA 결과

산촌경관 관리 방안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Deng(2007)

이 개발한 수정된 IPA를 실시하였다. 상대적 중요도 값

은 Y축, 만족도 값은 X축으로 설정하고 상대적 중요도 

평균값 0.59, 만족도 평균값 3.32를 사용하여 격자 기준

선을 배치하여 IPA Matrix를 도출하였다 (Table 4, Figure 2).

Ⅰ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구간으로 

경작지경관, 산림경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산촌주민이 

경작지경관, 산림경관을 산촌경관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결과로서 현재 상태를 

지속해서 유지 및 강화하는 방향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

다. 경작지는 산촌주민의 생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산림은 산촌의 배경이 되는 곳이므로 경관을 삶과 관련

지어 인식하므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Ⅱ사분면은 산촌경관 자원으로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

도가 낮아 집중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며, 해안

경관, 농림업생산시설경관이 나타났다. 

해안경관이 도출된 것은 해안경관 자원을 보유한 산

촌이 적기에 대부분 응답자의 일상적인 산촌경관이 아

니므로 명확한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산촌에 

농림업생산시설 중 태양광 에너지시설, 풍력에너지 시

설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건립이 이뤄져 자연경관이 훼

손되고 있어 산촌경관에서 중요한 문제나 주민 간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Ⅲ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아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산촌경관 계획이 필요한 구간으로 산림서비스·

소득시설경관, 정주경관, 역사·문화경관이 포함되어 있

다. 이는 산촌의 사회적 문제 발생과 저평가된 산촌경관

의 가치로 인해 관리가 소홀해져 경관이 훼손되어 나타

Classification

Satisfaction Implicitly derived importance

Average
Standard

Deviation
Rank

Cronbach’s

Alpha
LN Satisfaction PCC Rank

Cultivated Land Landscape 3.527 1.008 2

0.82

1.215 0.742 1

Forestry & Agriculture Facility 

Landscape
3.113 1.090 8 1.060 0.613 3

Forest Service & Profitable 

Facility Landscape 
3.247 1.068 6 1.112 0.528 8

Forest Landscape 3.967 1.039 1 1.331 0.604 4

Waterfront Landscape 3.433 1.096 3 1.170 0.537 7

Coastal Landscape 2.893 1.210 9 0.954 0.693 2

Settlement Landscape 3.273 1.061 5 1.121 0.545 5

Streetscape 3.340 0.982 4 1.154 0.503 9

Historic Cultural Landscape 3.127 1.045 7 1.074 0.543 6

Average 3.324 0.589

Table 3. Results of Satisfaction and Implicitly derived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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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산림서비스·소득시설경관과 관련

하여 주로 산촌생태마을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이 사업 

이후 이용 및 관리 부재에 따른 방치로 경관적 훼손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대상

지의 88%가 평균 12년 전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산림서비스·소득시설을 조성된 마을이며, 현재 소득시설

이 계절적 또는 연중 활용하고 있는 마을은 약 20% 수

준이고 나머지 80%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

촌주민은 일상생활과 떨어져 문화재를 인지하므로 서낭

당, 정자목 등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지녔음에도 불구

하고 역사·문화경관자원으로 인지하지 못하여 방치되거

나 훼손되는 등 경관적 관리가 미흡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산촌의 정주경관에서는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공공시

설이 적어 주거시설 경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주거

시설들은 거주민이 동일 주택에 장기간으로 거주하게 되

어 노후·불량주택이 많다. 또한, 인구의 자연 감소와 유

출로 인한 빈집이 발생하게 되어 방치된 빈집들이 정주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Ⅳ사분면은 중요도는 낮고 만족도가 높은 영역으로 

가로경관, 수변경관이 도출되었다. 가로경관과 수변경관

에 대해 산촌경관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낮다고 평가하

지만, 만족하고 있으므로 현재 경관 관리에 대해 유지하

거나 다른 산촌경관 자원에 대해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Quadrant Strategy Classification Satisfaction
Implicitly derived 

importance

Ⅰ Keep up the Good Work Cultivated Land Landscape 3.53 0.74

Ⅱ Concentrate here Costal Landscape 2.89 0.69

Ⅲ Low priority

Forestry & Agriculture Facility 

Landscape
3.11 0.61

Forest Service & Profitable 

Facility Landscape 
3.25 0.53

Settlement Landscape 3.27 0.55

Streetscape 3.34 0.50

Historic Cultural Landscape 3.13 0.54

Ⅳ Possible Overkill
Forest Landscape 3.97 0.60

Waterfront Landscape 3.43 0.54

Table 4. Results of Deng(2007)’s revised IPA 

Figure 2. Deng(2007)’s revised IPA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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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로경관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서 경관 관련 사업으로 마을 안길, 담장, 도로 등

의 영향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변경관은 산림경관과 더불어 우수한 자연경관이나 산

촌주민의 생업과의 연관성이 낮아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고찰

분석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5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산촌 거주민은 경작지경관과 산림경관에 대해 

만족도와 중요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결과로 미

루어볼 때 산촌경관을 생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인식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49.3%가 

농림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이 54%를 차지

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

해 계곡 및 하천 등 수변공간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높으

나 중요도는 낮게 인식하는 특성을 보였다.

둘째,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농림업생산시설경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관적 만족도

를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관리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최근 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림업생산시설에 포함되는 풍력에너지 시설, 

태양광 에너지시설 등 산촌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

재생에너지시설의 조성은 거주민의 경관적 만족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건축물 중심으로 구성되는 산림서비스·소득시설

경관과 정주경관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나

났는데 건축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가 미흡한 것에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림서비스‧소득시설경관과 

관련하여 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지원된 산림

서비스‧소득시설이 사업 이후 이용 및 관리 부재에 따른 

방치로 경관적 훼손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

문조사가 이루어진 대상지의 88%가 2010년 이전에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산림서비스‧소득시설을 조성한 

마을로 현재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마을이 대부분

이다. 또한 산촌은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빈집, 노후화된 

건축물 방치에 따른 부정적 경관 요소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미관을 해

치는 요소를 제거 및 개선하거나 빈집, 폐교 등 유휴자

원 활용 등 직접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더불어 산촌

경관을 위해 인구감소 및 유출 등 근본적인 산촌의 사회

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넷째, 역사·문화경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온 

경관으로 산촌경관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산촌주

민은 지역 고유의 경관적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게 인식

하고 있는 결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촌의 고유한 정

체성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

다. 따라서 역사·문화경관 발굴 및 활용에 대한 지원보

다 인식 제고를 위한 주민교육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마지막으로 가로경관은 경관개선사업 시행으로 쾌적

해진 환경에 대해 만족도는 높으나 천편일률적인 가로수 

식재, 돌담 조성 등으로 가로경관이 조성되어 산촌경관

으로서의 중요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

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다른 지역

과의 차별성을 둔 가로경관이 형성된다면 잠재적 중요도

에 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촌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산촌경관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수정된 IPA를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Martilla&James의 전통적인 IPA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녔으므로 이를 보완

한 Deng(2007)의 수정된 IPA를 사용하여 산촌주민을 대

상으로 산촌경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

촌주민은 생업과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산촌경관을 인식

하는 경향이 강하며 삶의 터전과 경제활동의 터전이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경작지경관과 산림경관은해 만족도와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

은 항목으로는 농림업생산시설경관과 해안경관으로 도출

되었다. 수변경관과 가로경관은 만족도는 높으나 중요도

가 낮은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만족도와 중요도 모두 

낮은 항목으로는 정주경관, 역사문화경관 산림서비스 및 

소득시설경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 있는 산촌을 구성하는 경관요

소에 대해 거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지

속적인 산촌경관의 보전․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

주민 주도의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산촌주민 스스로가 거주하고 있는 마

을의 경관적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과거 

산림청이 추진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최근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등에서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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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경관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 크고 작은 경관 관

련 사업들이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결과로 연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러

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촌의 경관 가치

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거주민의 인식을 수렴한 

정책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촌주민을 대상으로 산촌경관 인식에 대

해 파악하고 특성을 규명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수정된 IPA를 적용하여 객관화된 연구를 진행하여 산촌

주민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제시하고 있어 향후 

주민주도 경관 보전․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산촌주민이 인식하는 경관의 특징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도시민 등 외부적 시각에서의 산촌경관의 

만족도와 중요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지 못하

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

의 인식 특성 비교분석을 통해 산촌경관의 정체성 확보

를 위해서는 필요한 인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경관을 통한 산촌 활성화 정

책 대안 마련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1)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분석 결과, 전국 산촌(읍면 

단위) 466개 중 해안선과 맞닿아 있는 산촌은 11%(49개)이므로 

산촌경관 자원에 해안경관 자원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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