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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된 귀농⋅귀촌인의 증가는 농촌

경관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면서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

는 한편, 향후 귀농⋅귀촌인의 역할을 통한 농촌경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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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Soini et al., 2012). 귀촌인

의 증가와 농업인구 비율 감소는 농촌에서 어느 곳에 거

주할 것인지의 문제를 이미 결정된 문제(“given”)가 아닌 

쾌적한 생활환경 선택의 문제(“choice”)로 바꾸고 있으며, 

농촌경관의 질은 이러한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핵심요소로서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는 동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Lee, 2020; Paquette & Domon, 2003; Vouligny 

et al., 2009). Halfacree(2007)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은 

21세기의 농촌성과 이를 반영한 농촌경관을 창조하는 중

요한 행위자이다. 이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중시한다는 

특징을 고려하면(Burholt, 2006; Burholt & Naylo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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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wood et al., 1996; Burnley & Murphy, 2004), 농촌 경

관관리에서 이들은 경관관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시근교 농촌은 급격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

서 나타난 도시의 무분별한 외연 확산으로 인해 도시의 

소모공간으로 변질되면서 본래 농촌경관의 정체성이 훼

손되는 공간이기도 하다(Lee, 2010; Jung & Han, 2015). 

도시근교 농촌마을의 깊숙한 내부까지 ‘나 홀로 아파트’

나 빌라가 침범하고 개별 공장이 산발적으로 들어서 거

주민의 일상경관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농촌 경관계획은 

거주민과 유리되어 외부인의 시선에서 진행되면서 획일

화된 경관을 양산하면서, 오히려 농촌의 고유성만 훼손

하고 있다(Lee, 2020; Lee, 2010; Jung & Han, 2015). 

Lee(2020)는 농촌 거주민이 형태적 측면 뿐 아니라 그

들의 경험을 통해 형성하는 ‘관계’에 기반하여 경관을 

인식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농촌경관

의 고유한 가치는 시각적 기준에 따른 전문가의 경관평

가(Law & Zube, 1983; Wherrett, 2000; Perez, 2002; 

Arriaza et al., 2004)로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농

촌경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주민 개개인의 주

관적 인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Lee, 2020).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도시근교 농촌마을에 거

주하고 있는 거주민의 주관적 경관인식을 거주민 그룹별

로 실증 분석하여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경관인식에

서의 차별화된 특성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거주

민 그룹별 경관계획 및 관리에서의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II. 국내⋅외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1. 도시근교 농촌의 인구구성 변화와 귀농⋅귀촌인

의 농촌경관 인식

그간 도시근교 농촌의 인구구성이 변화하면서 그 의

의와 특성에 대한 국내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왔다. 대표

적으로 Yoon(2013)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을 전후하여 

나타난 도시민의 농촌이주 증가로 기존 농촌마을의 동족

부락적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언급하였

으며, Park & Nam(2015)은 수도권 인근의 농촌마을에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의 유입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농촌마을의 경우에는 도시로부터

의 귀촌인이 기존의 원주민보다 비중이 높은 곳도 나타

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인구구성 변화를 반영하여 최근 귀농⋅귀촌

인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당수가 

귀농⋅귀촌인이 성공적으로 농촌생활에 정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등의 주제에 

한정되어 있어(Seong et al., 2012; Hwang et al., 2011; 

Kim, 2009) 농촌경관에 대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인식차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국외에서는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거주민 그

룹이 형성되었음을 반영하여 거주민 그룹화하여 분석하

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Soini et al., 2012; Stedman, 

2006). 

특히 은퇴하여 귀촌한 그룹에 대해서는 이들이 다양

한 사회적 배경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질성을 갖

는 집단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들은 우수한 자연환

경을 선호하고,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음을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Burholt, 2006; 

Burholt & Naylor, 2005). 또한 일부의 연구들은 도시근교 

농촌으로 이주하는 은퇴자의 증가로 농촌경관을 ‘쾌적한 

생활환경 선택’의 문제로 전환시키면서(Selwood et al., 

1996; Burnley & Murphy, 2004), 은퇴자들은 경치가 좋은 

장소나 목가적 분위기가 있는 특정장소에 집중되는 경향

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Selwood et al., 1996).

2. 일상경관과 거주민별 주관적 경관인식 차이

가. 일상경관의 개념

해외 선행연구에서 일상경관은 vernacular landscape, 

ordinary landscape, everyday landscape, generic landscape 등

으로 표현되나, 토착적(vernacular)이거나 일상적(ordinary)

인 공간은 통상 매일(everyday) 접하는 특성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용어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Bhatti et al., 2014). 일상경

관을 ‘토착경관’으로 표현한 Jackson(1984)은 토착경관을 

‘인간이 거주공간이나 활동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형성

된 경관’으로 정의하였고, 일상경관을 ‘ordinary landscape’

라고 표현한 Meinig(1979)은 ‘ordinary’의 의미가 불분명

(rarely obvious)하기 때문에 주로 토착문화와 연관된 경관

을 다룬다고만 언급하였다. Riley(1992)는 일상경관에 대한 

애착(attachment)을 논의하면서 일상경관에서의 ‘ordinary’가 

‘반복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도 하였다. 한편, Dewarrat et al.(2003)는 일상경관이 

아직 경관의 질이나 가치,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의 공감에 이르지 못한 평범한 문화적 경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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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일상경관의 의미는 특징경관(iconic landscape)이나 대

표경관(representative landscape)과 비교할 때 보다 명확해

진다. 먼저 뚜렷이 인식되는 경관으로서의 특징경관이 

필연적으로 시각적이라는 점(Bhatti et al., 2014)을 고려

할 때, 일상경관은 시각적이기 보다는 경험적이고 관계

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Kim(1998)가 대표경관을 지역민이나 방문자에게 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경관으로 정의한 것을 

감안할 때, 일상경관은 보전과 경관의 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나. 농촌경관에 대한 거주민별 주관적 인식 차이

인간주의 지리학은 실증주의 지리학(Positivistic 

Geography)에서 간과되었던 인간의 주관성에 주목하였다. 

경관을 물리적⋅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

고 경관을 바라보는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 경관

이 실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농촌경관이 지니고 있는 고유성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탁월한 경관보다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평범한 일상경관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Rajendran, 

2013; Vouligny et al., 2009; Lee, 2020). 경관을 삶의 다

양한 관계들을 통해 생산되는 하나의 의미체계(signifying 

system)라고 보았을 때, 농촌의 일상경관은 거주민 개개

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構成)의 산물

이기 때문이다(Jung & Han, 2015; Lee, 2020). 특히, 

Lee(2020)은 농촌경관은 일상생활을 통해 형성된 거주민

의 거주장소(dwelling place)로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

하는 한편,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거주민의 주관적 경

관인식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농촌 거주민의 경험⋅

관계에 기반하여 일상경관을 중요하게 인식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러한 농촌경관에 대한 거주민의 주관적 인식

에 관련된 연구는 인간 심리에 내재된 의미를 다루어 온 

장소성 연구에 기대어 보다 살펴볼 수 있다. 장소성과 

경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국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로 장소성이 사람들의 경관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장소에서의 경험 속에서 물리

적 혹은 사회적 속성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람들

의 경관인식이 관리활동으로 변화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져왔다(Kaltenborn, 1998; Walker & Ryan, 

2008). 이 중 장소성을 기준으로 거주민을 그룹화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는 거주민 간에 

경관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Kaltenborn, 1998; Stedman, 2006; Burholt, 2006; Soini et 

al.,2012). 이 중 Stedman(2006)은 상대적으로 짧게 거주

한 주민들은 장소성이나 장소애착에 있어 환경의 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거주민들은 

사회적 연결성은 적은 반면에 경관을 더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어 경관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 원 거주민보다 

더 비판적이라고 지적하였다. Burholt(2006)는 농촌에서 

거주민의 장소애착에 대한 연구에서 은퇴 후 이주해온 

주민과 오래 거주한 주민 그룹이 상이한 방식으로 장소

와 관계를 맺으므로 양 그룹간의 장소애착의 차이를 분

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Soini et al.(2012)는 도

시근교 농촌 거주민을 특성에 따라서 4개 그룹(cluster)으

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 중 상대적으로 짧게 거주한 

그룹에 해당하는 ‘장소에 기여(committed to place)’ 그룹

의 경우 장소에 대한 감정적 애착심과 낮은 적응력(low 

adaptability)이 결합하여 생활환경(living environment)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며, 경관과 장소를 관리하는 일에 기

여할 의지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3. 거주민의 주관적 경관인식 조사방법으로서의 ‘걷

기’를 동반한 사진촬영기법

걷기는 도시, 종교, 교육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인식론적 측면에 기여함이 크다고 인정되고 있다

(Lee et al., 2016). Kim & Jun(2014)은 걷기가 몸의 모든 

감각을 열어둠으로써, 쉽게 드러나지 않거나 간과된 공

간 전체를 지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

다. 더 나아가 인간과 공간 사이의 정서적 관계를 형성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걷

기의 장점 때문에 유럽 도시의 연구에서 걷기를 ‘조사-

실천(research practice)’ 또는’이동성을 갖는 방법(mobility 

methods)’ 이라는 새로운 조사방법으로 분류하였다(Gatta 

& Palumbo, 2014). 

걷기가 경관 조사방법으로 유용한지를 실증적으로 분

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Jallouli & Moreau(2009)는 풍력

발전기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걷기를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여, 걷기가 경관에 대한 풍부한 감

각적 정보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다. Lee et 

al.(2016)는 기존 경관맵과 걷기를 활용한 조사방법을 

비교하여 경관인식방법으로서 걷기의 유용성을 입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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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지와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지는 도시근교 농촌마을인 경기도 이천시 백

사면 산수유마을이다. 이 마을은 서울과 가깝고 타 도시

근교 농촌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경관이 양호하다

고 평가받고 있다. 마을은 엄씨 집성촌이고, 수 백년 이

상인 산수유나무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이천 4대 축제

(17년간 진행)로 자리매김하면서, 축제기간 3일 동안 23

만명 이상의 도시민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러한 산수유마을에 귀촌 등 비원주민의 비율이 전체 실

거주민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촌경관의 질이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는 동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는 마을의 실거주자 약 100명 가운데 21명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원주민 11명과 비원주민 10명을 

비교그룹으로 설정하였다. 이들은 거주민 내 그룹 중 가

장 뚜렷한 사회적 배경의 차이를 보이는 그룹으로 두 차

례의 과정을 거쳐 구분하였다. 첫 단계로, 연구자가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장소애착의 주요한 요인을 거주기간

으로 판단하여 거주민을 20년 이상 거주자와 20년 미만 

거주자로 구분하였다. 다음 단계로, 개별조사시 일반사항 

질문지에 거주기간과 ‘원주민’과 ‘비원주민’ 구분 항목을 

설정하여 주민들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단

순히 거주기간으로 원주민-비원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스

스로 원주민/비원주민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거주

민의 인식과 최대한 일치하는 그룹을 설정하기 위함이었

다. 그 결과 거주민의 인식에서는 거주기간 보다는 엄씨

인지 혹은 마을에서 태어났는지, 원주민에게 시집을 왔

는지가 원주민-비원주민 구분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 예컨대, 마을에서 

태어나 청년시설을 외지에서 보내고 돌아왔어도 거주민

들은 이 사람을 원주민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2.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경관인식 조사방법으로 ‘걷기’

를 동반한 사진촬영기법을 활용하였다. 조사 전 연구대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식을 사전에 설명한 후 

2016년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시에는 연구대상자에게 ‘마을

에서 당신에게 의미있는 혹은 중요한 경관은 무엇입니

까?’라는 개방형 질문을 던지고 함께 걸으면서 의미있는 

경관의 사진을 찍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구자는 GPS

기기(i-got U)를 장착하여 위치정보를 파악하였으며, 경

관대상에 대한 설명을 녹음하였다. 이동루트는 연구대상

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되, 다양한 이동루트를 파

악하기 위해 출발지점은 연구대상자의 각자의 집에서 시

작하였다[Figure 2]. 조사 후 연구대상자는 연령, 거주기

간 등 일반사항을 기입하였다. 조사 결과 총 351장의 사

진이 획득되었고, 원주민 그룹에서 개인당 사진은 최소 

6장에서 최대 55장, 이와 관련된 발화내용 단어수는 최

소 631개에서 최대 1,962개, 이동거리는 최소 0.08㎞에서 

최대 8.45㎞이다. 비원주민 그룹에서 개인당 사진은 최

소 6장에서 최대 28장, 이와 관련된 발화내용 단어수는 

최소 323개에서 최대 1,868개, 이동거리는 최소 0.74㎞에

서 최대 2.45㎞이다. 

연구대상자 일반사항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40대 이상

부터 70대 이상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거주기간은 20년 

이상(11명), 10-15년 미만(8명), 5년-10년미만, 15년-20년

미만(이상 1명) 순으로, 20년 이상 거주민의 상당수는 마

Figure 2. Individual participant data.Figure 1. Resident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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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서 태어나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거주했으며, 15년 

미만된 거주민의 상당수는 귀촌을 목적으로 외지에서 이

주해 왔다.

3. 분석과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거주민 그룹별 경관

에 대한 인식대상, 인식요인, 인식감정으로 구분하여 분

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 연구대상자에게 도출된 사진(좌표지점 포함)별로 

사진번호를 부여하고 1차 인식대상과 그에 대한 진술내

용을 기입하였다. 그 다음으로 도출된 1차 인식대상을 

거주민 그룹별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인식대상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근거이론 개방코딩(Corbin & Strauss, 

2008)1)을 실시하여 그룹별 인식요인과 인식감정을 도출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진 좌표점과 이동루트(GPS) 자료

를 Arc GIS 10.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핫스팟(hotspot) 분

석을 하여 지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Figure 3]. 

Figure 3. Analysis process.

IV. 연구 결과 : 거주민 그룹별 주관적 

경관인식 비교 및 특성

1. 인식대상

두 그룹이 인식한 경관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다. 먼저, 원주민(78개)이 인식하고 있는 

경관대상이 비원주민(47개)에 비해 개수가 많으며(중복으

로 인식한 경관대상 제외), 이 중 상당수가 일상경관임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일상경관을 주요한 경관으로 인

식하는 것은 경관대상과 관련되어 가진 정보가 월등히 

많음을 의미한다. 일상경관인 인식대상과 관련된 인식요

인은 주로 ‘과거의 기억을 유발시키는’, ‘시각적 변화가 

뚜렷이 발생한’ 등 시간적 흐름과 관련된 요인으로, 그

들의 ‘장기기억’을 끌어냄으로써 경관의 형성과 변화과

정, 개입된 인물과 사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반면에 비원주민은 산수유나무, 원적산, 원적산 둘레길, 

육괴정, 산수유씨 포장길 등 주로 특징경관에 대해서 공

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Table 1][Figure 4]. 

Clas-sificati-on Perceived landscapes objects

nati -ves

Suburban houses/complexes(24), Path(18), 

Cornus fruit tree(11), houses(10), Open space(9), 

Mountain(8), Yukgoe pavilion(8), Roads, One’s 

own house and garden(more than 6), Field, 

Border of cornus fruit tree(more than 5), 

Wonjuk mountain, Pine nut tree colony, Land, 

Village mayor’s house, Vinyl house, Temple, 

Village area(more than 4), Sichunmog(Cornus 

fruit tree that announces spring), Brook, 

Stonewall, Seodang, Sarangchae(Common guest 

house), Fertilizer of cornus fruit tree(more than 

3), Mountain in front of the village, Rock, Fir 

tree, Pine tree colony, Head mountain, Small 

river, Buttercup field, Paddy field, Empty 

house, Factory, Community committee 

building, Temporary building, Power pole, 

Signboard, Parking lot(more than 2), etc.

non-nati -ves

One’s own house(12), Suburban houses/ 

complexes(12), Cornus fruit tree(11), Open 

space(9), Wonjuk mountain(8), Wonjeoksan trail, 

Village mayor’s house(more than 5), Path, 

Temple, Yukgoe pavilion(more than 4), Field, 

Characteristic pavement, Sarangchae(Common 

guest house building)(more than 3), Plum tree, 

Pine nut tree colony, Vegetable garden, 

Stonewall, Empty house, Coumunity Committee 

building, Storehouse, Flower shop, Swing(more 

than 2), etc.

Table 1. Perception landscapes objects of native and 
non-native residents

한편, 경관대상 중 ‘산수유나무’, ‘전원주택’에 대해서는 

원주민과 비원주민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산수유나무의 경우 21명 중 원주민 2명

을 제외한 19명 모두가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직접 

산수유나무를 의미있다고 인식하지 않은 2명 중 1명도 산

수유축제와 관련된 경관대상을 의미있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전원주택’도 원주민(9명), 비원주민(7명) 그룹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관대상이나 원주민, 비원주

민간에 인식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인식요인을 

살펴보면서 이를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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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Left)Cornus fruit tree colony 
(Right)Suburban houses/complexes.

2. 인식요인 및 인식감정

두 그룹의 경관대상에 대한 인식요인을 비교한 결과

[Table 2], 다음과 같은 주목할 점이 나타났다. 첫째, 인

식대상에서 도출되는 인식요인의 수는 원주민(36개)과 

비원주민(32개)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인식요인이 

나타나는 빈도는 원주민(451회)이 비원주민(274회)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원주민이 경관

대상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풍부하게 인식하고 있으

며, 특히 일상경관에 대한 깊은 인식을 보이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동일한 경관대상에 대해서 원주민과 비원주민이 

인식요인과 인식감정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는 점이다. 앞서 경관대상에서 언급된 전원주택의 경우, 

원주민은 ‘비원주민에 의해 형성된/소유된’ 경관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비원주민은 ‘비원주민으로서 공감을 

느끼는’ 경관대상으로 인식하여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요인

이 상반되게 나타났다. 인식감정에서도 비원주민은 긍정

적, 원주민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원주민의 부정적 감정

은 주로 비원주민에 대한 배타성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

우가 많으며, 이는 도시근교 농촌에 내재되어 있는 원주민

-비원주민 간 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동

일한 전원주택에 대한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인식내용이다. 

원주민_ “저 집은 00대학교 교수라는데.. 근데 뭐 동네 협

조를 해주는지 안해주는지 뭐.”

비원주민_ “저 집은 00대 교수하고, 00대 학장하다 정년

퇴임한 분 집이에요. 00책 상, 하를 썼는데...아

마 국문학 연구하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을 받

을거에요. 책 두께가 이만해요....(중략) 내가 

동네에서 한권 샀어요...(생략)”

셋째, 상위범주에서 공동체 기여여부를 제외하고 원주

민이 ‘개인 기억과 관련된’, ‘시각적 변화가 뚜렷이 발생

한’ 등의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경관 인식요인을 두드러

지게 인식하는 반면, 비원주민은 ‘생활에 영향을 미치

는’, ‘시각적⋅물리적 특성과 연관된’ 등 시각이나 생활

과 연관되는 요인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과거 기억을 유발시키는’이라

는 인식요인은 원주민에게서 전체 관찰된 인식요인 중 

15.1%를 차지하는 반면, 비원주민에게서는 4.0%에 그쳤

다. 마찬가지로 ‘시각적 변화가 뚜렷이 발생한’도 원주민

에게서는 12.4%를 차지했으나, 비원주민에게서는 2.9%를 

차지하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시각적⋅물

리적 특성과 연관된’ 범주는 비원주민에게 서 전체 인식

요인 출현 빈도의 10.6%를 차지한 반면, 원주민에게서는 

4.9%로 낮게 나타났다. 주거환경과 연관된 ‘생활에 영

향을 미치는’ 범주도 비원주민에게서 12.7%를 나타낸 

반면, 원주민에게서는 2.0%에 그쳤다. 한편, ‘개선이 필

요한’이라는 인식요인은 전체 인식요인 중 두드러지지

는 않으나 원주민에게서는 전체 인식요인 노출 중 

0.7%에 불과한 반면, 비원주민에게서는 3.6%에 해당하

여 하위범주로서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4. Cognive map of native(top) and non-native 
(bottom) produced by hotspot analysis. 



도시근교 농촌경관에 대한 거주민별 주관적 인식 비교

Vol. 26, No. 3, 2020 19

Classific-ation
Parent category

(12)

Sub-category

(36)

native non-native

The frequency 

of

sub-category

(%)

The frequency 

of

parent category

(%)

The frequency 

of

sub-category

(%)

The frequency 

of

parent category

(%)

C
o
g
n
itiv

e(4
)

Associated with visu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Visual characteristic 11(2.4)

22(4.9)

22(8.0)

29(10.6)Physical characteristic 8(1.8) 4(1.5)

Neglected and abandoned 3(0.7) 3(1.1)

Unique story
Associated with cornus fruit tree 6(1.3)

20(4.4)
4(1.5)

18(6.5)
Associated with cornus fruit tree 14(3.1) 14(5.1)

Visual change Notable visual change 56(12.4) 56(12.4) 8(2.9) 8(2.9)

Affecting daily life

Ideal place according to 

Fengshui-Geographic Theory
1(0.2)

9(2.0)

6(2.2)

35(12.7)

Environmentally excellent/common 1(0.2) 10(3.6)

Fond of nature

(assimilated with nature)
1(0.2) 4(1.5)

Appropriate/inappropriate for 

living environment
3(0.7) 5(1.8)

Appropriate/inappropriate for

 living environment
3(0.7) 10(3.6)

Sub-total 107(23.7) 91(32.7)

E
m

o
tio

n
al(8

)

In
d
iv

id
u
al 

(F
am

iliarity
/attach

m
en

t)

Associated with personal 

memory
Reminded of the past 68(15.1) 68(15.1) 11(4.0) 11(4.0)

Personally owned/dwelled
Owned/dwelled by oneself(family) 13(2.9)

19(4.2)
6(2.2)

9(3.3)
Owned/dwelled by acquaintance 6(1.3) 3(1.1)

Associated with personal 

development/activity

Associated with pleasant activities 2(0.4)

42(9.3)

3(1.1)

35(12.7)

Associated with ancestor 5(1.1) -

Often used by oneself 3(0.7) 12(4.4)

Created by oneself 12(2.7) 14(5.1)

Created by family 7(1.6) -

Created by acquaintance 13(2.9) 6(2.2)

The existence of 

contribution to individuals

Enhancing one’s pride 15(3.3)

39(8.6)

4(1.5)

18(6.6)
Providing oneself/children 

with benefits
7(1.6) 10(3.6)

Suffered a harm oneself 17(3.8) 4(1.5)

Sub-total 168(37.2) 3(26.6)

C
o
m

m
u
n
ity

 
(C

o
n
n
ected

n
ess)

Associated with 

community activity

Associated with the cornus

fruit festival
19(4.2)

40(8.9)

23(8.4)

42(15.3)

Enduring damage caused by 

community activities
3(0.7) 5(1.8)

Created/managed by community 

activities
13(2.9) 13(4.7)

Associated with community rules 5(1.1) 1(0.4)

The existence of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Inspiring village identity and pride 37(8.2)

89(19.7)

12(4.4)

42(15.3)

Contributing/not contributing 

to the village
36(8.0) 13(4.7)

Government’s contribution 

to village
7(1.6) 7(2.5)

Caused a conflict with village 9(2.0) 10(3.6)

Separating 

natives/non-natives

Sympathetic as a non-native -

41(9.1)

16(5.8)

22(8.0)Associated with the Eom clan 8(1.8) 6(2.2)

Created/owned by a non-native 33(7.3) -

Separating outsiders
Damaged (harmed) by an outsider 4(0.9)

6(1.3)
5(1.8)

5(1.8)
Often used by outsiders 2(0.4) -

Sub-total 176(39.0) 111(40.3)

Total 451(100.0) 274(100.0)

Table 2. The frequency of each perception factor of native and non-native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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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민 그룹별 주관적 경관인식 특성 비교

앞서 내용을 토대로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주관적 경

관인식에서 상이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원주민은 인식대상, 인식요인, 인식감정 모든 

측면에서 비원주민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인식대상 측면에서 원주민은 비원주민이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평범한 일상경관(전원주택, 길, 공터, 

도로, 밭, 이장 집 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요인이 

드러나는 빈도도 비원주민보다 5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원주민이 일상경관을 폭넓게 인식하는 것은 

비원주민에 비해 오래 거주하면서 경관의 다양한 변화, 

활동, 사건 등을 경험하면서 일상경관 대상과 깊은 관계

를 맺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Lee(2020)는 이

러한 거주민과의 관계를 통해 경관대상을 중요하게 인식

하게 되는 거주민의 경관인식 상의 특징을 ‘관계적 민감

성’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원주민은 이러한 특징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관 인식요인과 관련하여 원주민은 시간의 흐

름과 관련된 인식요인을, 비원주민은 주거환경, 시각적⋅

물리적 특성 등과 관련된 인식요인을 보다 빈번하게 드

러낸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부터 경관대상에 대한 경험

과 기억이 축적된 원주민들이 시각적 측면보다 관계적, 

의미적 측면을 중심으로 경관을 바라보는 반면, 경관대

상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비원주민은 시각적, 환

경적 측면에서 경관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로 판단된다. 반면, 비원주민은 원주민과 외부인의 중간

적 시선에서 외부인이 주로 인식하는 감각과 관련된 경

관 인식요인과 거주민으로서의 생활과 관련된 인식요인

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Stedman(2006)

이 상대적으로 짧게 거주한 주민들의 장소성이나 장소애

착에 있어 환경의 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과도 

일치한다. 실제 비원주민의 발화내용에서 도시에서 경험

할 수 없었던 마을의 특징경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잘 지어진 건물이나 주변 환경과 어울리

는 시설,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강하게 인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마을에서 태어나서 생

활의 근거가 일상경관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원주민

이 농촌경관을 ‘거주장소’로 보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일상경관과의 개인적 관계를 적게 맺은 비원주민은 상대

적으로 경관을 ‘고정된 장면(static view)’으로 타자화시켜 

인식하므로(soini et al., 2011) 일부 전문가나 관광객과 

유사한 관점으로 경관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비원주민은 경관인식에서 외부인

(전문가, 관광객)과 내부인(거주민)의 관점을 동시에 가

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산수유나무를 제외하고 원주민과 비원주민 상당

수가 중요한 경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전원주택에 대해

서, 원주민과 비원주민이 상이한 인식요인과 인식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전원주택을 볼 때 원주민은 ‘비원주민

에 의해 형성된/소유된’이라는 인식요인을 드러내면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낸 반면, 비원주민은 ‘비원주민으로

서 공감을 느끼는’이라는 인식요인을 드러내면서 긍정적 

감정을 보이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거주민들의 경관인식과 장소성이 사회적 관계와 강하

게 연결되어 있다는 선행연구(Stedman, 2006; Soini et al., 

2012)에 부합한다. 반면, 원주민은 시각적 경관을 훼손시

키는 변화를 일으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경관

대상(공장 등)이 형성되는 경우에도 원주민이 형성의 주

체일 경우에는 불쾌감을 적게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도 사회적 관계(원주민간의 유대

감)가 경관인식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Relph(1976)는 장소가 정체성이나 소

속감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기반한 배타성이나 차별성과

도 관련되며, 이러한 장소 인식은 한 사회 구성원에 소

속되지 않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빈번하게 연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이러한 경관에 

대한 인식은 비원주민이 원주민의 배타성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와 융화되지 못하여 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타성에 

기반한 경관인식을 전환시키는 일은 건전한 마을 공동체

의 유지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선이 필요한’이라는 인식요인이 비원

주민에게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비원주민의 경관

관리 역할 부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선이 필

요한’이라는 하위범주는 단순한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넘어 명확한 개선방향 제시와 이를 위한 의지를 드러내

면서 경관대상을 인식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러한 결과는 비원주민이 원주민에 비해 보다 일상경관에

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Soini et al.(2011)이 사회적 

관계를 깊게 맺은 오래 거주한 그룹(원주민)에 비해 상

대적으로 짧게 거주한 그룹(비원주민)이 경관과 장소를 

관리하는 일에 기여할 의지가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는 

결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결과는 Halfacree(2007) 등이 언급한대로 비원주민이 

자신들의 가치를 실제 행동으로 실천할 의지가 있는 능

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원주민은 거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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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적⋅물리적 특징 등 경관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

는 특징보다는 인간(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공동체,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경관대상이 관계를 맺고 영향

을 주고받는 경우에 그 경관대상을 의미있게 인식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냈다. 이러한 특성이 원주민이 일상

경관을 폭넓게 인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특성은 또한 마을 중심이나 외곽에 경관을 

해치는 공장이나 빌라, 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것이 어떻

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도시근교 농

촌에서 거주민들의 경관형성⋅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

이 시각적⋅특징적 경관인식보다는 관계적 경관인식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경관대상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덜 축

적되지 않은 비원주민은 시각적, 환경적 측면에서 경관

대상을 인식하는 경향이 원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

게 나타났다. 그들의 발화내용을 보면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경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시설 등에 

대해서 강하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  론

1. 농촌 경관계획 및 관리에서의 거주민 그룹별 

참여방안

현행법상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근교 농촌과 

같은 비도시지역은 30만m2이상 개발사업에 한해서만 경

관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농촌마

을 경계부나 내부에 입지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개발사

업으로 볼 수 있는 30만m2미만의 개발사업들은 현행법

상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즉, 이러한 개발사업에서 

농촌경관을 보전하는 것은 온전히 마을 거주민들의 몫으

로 남아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난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특

성을 토대로 향후 고유한 농촌경관의 계획⋅관리에서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원주민에게는 경관계획을 위한 조사단계 등

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상경관을 폭넓게 인식하고 있는 원주민의 경

관인식을 경관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일상경관에 반영되어 있는 공동체성 등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value)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실제 경관계

획 및 관리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각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원주민에게 경관 훼손을 방지하는 적극적 역할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 비원주민은 

마을 공동체 내에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대

상지인 산수유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비원주민이 공동

체 활동에 적극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비원주민의 발화에

서 원주민과의 갈등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이 쉽

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고유한 경관보전⋅관리를 위해서는 비원주민이 경

관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의 입지와 관련하여 일정한 비

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시사점 및 향후 과제

경관에 대한 이해는 특정 전문가에 달려 있지 않으며, 

거주민들의 특정 장소에 대한 단단하게 고정된(tightly 

anchored) 경험지식과 통합하여 고려되어야 한다(Kytta¨ 

& Kahila, 2006). 거주민들은 더 이상 주변 경관의 계획

⋅관리에 대해 수동적인 관중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의사결정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이 살고 있는 지역의 미래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길 원

한다(Nogué, et al., 2016).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우리나라 농촌의 상당수가 한

계마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마을의 

경관은 이미 고령화된 원 거주민의 노력만으로 지키기 힘

든 실정이다. 이러한 농촌마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젊고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중시하는 귀농⋅귀

촌인의 역할에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랫동안 마을에 거주한 원주민이 역사적 애착

(historical attachment)과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장소에 대한 미적이고 기능적인 질

에 관심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언급된 바 있다

(Burholt, 2006; Burholt & Naylor, 2005).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귀농⋅귀촌 

연구와는 달리, 원주민과 함께 비원주민(귀농⋅귀촌인)의 

경관인식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특성과 경관계획 및 관

리에서 각각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접

근은 현재 경관계획의 조사단계에서 특징경관에 초점을 

둔 것을 일상경관까지로 확장되도록 경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도시근교 농촌의 일상경관에 대한 거주민

별 주관적 인식을 면밀히 이해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연

구라 할 수 있다. 향후 다수의 거주민 그룹이 일상생활

을 통해서 얻은 경관에 대한 경험지식을 보다 손쉽게 얻

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이를 기존 데이터와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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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자체 공무원⋅계획가⋅연구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

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1) 근거이론은 대표적인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특정한 사회현상

에 대하여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거나 혹은 기존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서 탐색하는 방법론이다. 근거

이론은 진술문을 비교하여 개념을 생성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는 3단계 코딩(개방, 축, 선

택)과정을 거치며, 코딩 단계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Lee et al., 2017). 이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

방코딩은 진술문을 분석하여 개념화한 후, 개념들을 서로 비교

하여 범주로 묶는 과정이다. 

본 논문은 이차희(2017)의 ｢도시근교 농촌의 일상경

관에 대한 거주민의 주관적 인식과 경관정체성 연구: 

경기도 이천시 산수유마을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

학원)｣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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