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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림경관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보존·형성·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

사점을 찾기 위하여 현장에서 관리주체가 되는 지자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산림경관에 대한 인식, 경관관리 현황, 경

관관리를 위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응답한 105명의 지자체 관리자들은 산림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관관련

각종 정보 및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통해 ‘지속유지’ 속성 4개, ‘노력

집중화 지향’ 속성 4개, ‘낮은 우선순위’ 속성 3개, ‘과잉노력 지양’ 속성 4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current awareness of local officials and to give a proposal

that can establish the meaningful directions for the forest landscape policy. The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with questionnaires. Total 232 questionnaires were launched and valid 105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se data analysis, we found out that thei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forest landscape was

high and they thought forest landscape plan was needed. However supply of the information and data such as

guidelines to improve forest landscape condition was not enough. Through the IPA method, we had 15

properties of forest landscape policy were settled. It show us what needs to be kept up the good work, what

needs to be concentrated here, what the low priority are, or what the possible overkill are. We finally suggest

that direction of forest landscape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above investigation.

Key words : forest landscape management.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local officials' awareness

서 론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 주5일 근무제, 의식수준

향상,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쾌적한 생활

환경과 웰빙(well-being) 추구, 야외 휴양활동 등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전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경관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지 선

택 시 고려요인은 ‘자연경관(35.8%)’으로 가장 순위가 높

았으며(한국관광공사, 2009), 산림휴양 수요의 지속적 증

가와 더불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 발휘되도록 ‘지

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의 산림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앞

으로 산림경관에 대한 중요도와 요구도는 더욱 커질 것으

로 예상된다. 

경관이라는 용어는 같은 산림 분야에서 사용된다하더

라도 전문가 형태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산림관

리자에게 경관은 관리될 산림의 지리적인 스케일을, 시각

자원 관리자 혹은 조경가에게는 총체적인 시각적 모습을

의미하며 이는 관측자의 경험의 질 및 지각에 영향을 미

치는 생물 물리학적, 문화적인 요소에 바탕을 둔다

(Sheppard, S.R.J. and Picard, P. 2005).

산림경관에 대해 시각적, 심미적, 장소적, 생태적 가치

와 함께 산림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의해 경관

의 가치가 함양되어 있는 복합적 산물(산림청a, 2008), 자

연생태과정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

로서 시각적 가치나 역사, 문화적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

본 연구는 산림청 기획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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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영역의 산지와 그에 부속된 지표상의 자연경관요소 등

이 어우러진 상태(산림청b, 2008)로 정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산림경관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생태적, 시각적, 문화적 가치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형성된 경치’를 말한다(산림청, 2009). 즉 시각

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동·식물 생태계, 인간

의 사회·문화적 활동 등 비시각적 자원의 가치까지 포괄

하고 있는 복합적 산물을 의미한다.

산림경관에 대한 국외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폭

넓게 연구되어 산림경관을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

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1995년 생물·물리·사회학적 측면을 고려한 생태

관리개념인 풍경관리시스템(Scenery Management System)

을 개발하여 산림경관자원 인벤토리 구축·분석·계획·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등의 방법을 통한 산림경관관리

모델을 현지에 적용하고 있다(USDA Forest Service,

1995).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British Columbia. BC)

는 목재수확으로 인한 시각적 충격을 줄이고 산림경관자

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70년대 ‘산림경관관리’

의 원칙과 개념을 확립하였고, 현장적용 가능한 시각적 질

의 효용성 평가 규약(Protocol for Visual Quality Effecti-

veness Evolution)을 만들어 목재수확의 설계, 시행 및 이

에 따른 평가와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British Columbia

Ministry of Forests, 2008). 호주 타즈매니아주는 산림경관

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6년 미국 산림청의 “The visual

Management System”를 참조하여 자국 여건에 부합하는

“A Manual for Forest Landscape Management”를 개발하

여 적용하고 있다(Tasmania Forest Practice Board, 2006).

일본은 국유림과 민유림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민유

림 산림경관 관리는 지자체별로 자체 산림경관의 가이드

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즈오카현의 경우 2006년 산림

법에 따른 ‘산림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고 ‘시즈오카현 산

림경관형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산림경관 관리에 활용

하고 있다(岡, 2006). 

국내에서도 2007년 「경관법1)」이 제정되고 경관에 대

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경관’을 자원으로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

해양부는 2008년 ‘경관도로 시범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

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자연경관심의제도’ 운영을 지원하기위해 전국의 주요 자

연경관자원의 분포현황, 조망정보, 경관특성 등을 조사하

여 정리하는 사업인 ‘전국자연경관조사’를 실시(’06~’10)

하고 있다.

국내외 경관관련 사례에서 보듯이 산림경관은 하나의

중요 자원으로 인식되어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산림경관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

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산림경관은 도시나 마을 등

인공경관의 배경 및 스카이라인 정도로만 인식되고, 생

태·사회·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자원임에도 불구하

고 시각적인 요소로만 인식되는 등 그 인식정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의 국내 산림경관에 관한 연구는 산림휴양의 질

적 만족도 제고, 경관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

을 위한 경관 선호도 연구(허준 등, 2007; 이덕재, 2006;

박민우와 송형섭, 2003; 명재갑 등, 1999; 송형섭, 1999;

김태진, 1998; 송형섭 등, 1992;), 산림경관이 인간의 심신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김세천 등, 2008;

이영경과 이병인, 2006; 이영경, 2006; 신원섭 등, 2003;

이영경, 2003), 산림청의 경관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등

다각적인 접근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산림청a,b,

2008; 산림청, 2006; 산림청, 2005; 산림청, 2004).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산림의 시각적 요소를 중심으

로 한 산림고유기능의 일부분에 대한 연구, 고유기능의 검

증 및 활용을 위한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산림경관

에 관련 연구도 과학적인 평가·분석 및 관리 기술이 부

족하고 산림경관에 대한 제도 및 자원조사가 미흡하여 장

기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경관의 관리사업 추진에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림경관의 보전·

형성·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 및 자원조사·분석·관리기술 등의 기술개발 정립

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 관리자들의 의식조사를 통

한 산림경관에 대한 인식정도, 사업실행상황, 정책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요인 등 현 상태를 객관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보다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 중요도-성취도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게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도-성

취도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 IPA) 기법은

다속성모델의 개념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Martilla &

James(1977)가 자동차 사업의 실행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IPA 모형을 최초로 사용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IPA가

사용되어지고 있다(Guadagnolo, 1985). IPA를 적용시킨 지

자체 관리자들의 의식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는 박정석 등

(2009)이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분석

에 관한 사례가 유일하지만 김상오(2005)의 등산로 관리

1) 2007년 제정된 법으로 지역주민이 스스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가꾸어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주기 위한 법으로 지방자

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자주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형성사업이나 협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유도해주기 위한 근거규정을 담고 있음. 총칙,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

원회를 포함하는 5장 25조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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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비교를 비롯해, 국유자연휴양림 활성화방안(김철원

등, 2007), 국립공원 시설물의 효과성(서응철 등, 2002), 관

광목적지로서 동굴의 활성화 방안(권태일 등, 2009), 수상

레저스포츠 선택속성(김성겸과 김화룡, 2009), 생태관광

매력성 평가(박경호, 2009), 병원의 서비스개선(윤경일,

2009), 모바일 관광정보 서비스 평가(안경모와 김주연,

2009)등의 연구에 IPA가 적용되는 등 의사결정을 위한 도

구로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빈도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정책 및 사업을 직접 시행, 관리

하고 있는 지자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산림경관’에 대

한 의식을 조사·분석을 통해 산림경관에 대한 인지정도,

산림경관관련 사업 실태, 산림경관 정책에 대한 중요요인

및 만족요인을 파악하여 산림경관에 대한 연구 및 정책방

향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

구성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 3회(곡성군, 영월군,

강릉시), 산림청 경관 담당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총 20

개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응답자 일반사항

3문항, 산림에 대한 일반적 의식 1문항, 산림경관에 대한

일반적 의식 13문항, 중요도-성취도 질문 15문항 등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응답형태는 주로 Likert 5점 척

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지자체 산림·녹지분야 관리자 232명

을 대상으로 2009년 9~10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방법

은 정부전자메일망을 이용하여 담당자 개인에게 설문을

직접 송부한 후 E-mail과 Fax를 통해 회신을 받는 자기기

입식 전수조사 방법을 택하여 실시한 결과 110부가 회수

(회수율 47.5%)되었고 응답이 부실한 5부를 제외한 105부

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14.0을 이용

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Cronbach's alpha), IPA를 수행

하였다.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105명의 응답자의 직책은 5급 이상 5.7%, 6급 23.8%, 7

급 30.5%, 8급 이하 40%로 나타 7급 이하 공무원의 비율

이 약 70.5%로 높았다. 응답자의 근무지 특성은 특별(광

역)시·도 25.7%, 시 단위 39%, 군 단위 34.3%, 기타 1%

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근무년수는 5년 이하 38.1%,

5~10년 사이 10.5%, 10~20년 사이 28.6%, 20년 이상

22.8%로 조사되어 10년 이하 관리자들이 48.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 산림경관에 대한 인식

1) 산림경관의 중요성 인지정도

‘경관’ 및 산림경관의 중요성 인지정도를 알아보기 위

해 2007년 제정된 「경관법」에 대한 인지여부와 산림경

관이 농촌경관, 도시경관등과 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과 <표 3>와 같다. 「경관

법」에 대한 인식은 ‘전혀 모르고 있음’ 22%, ‘관심 없음’

7%, ‘구체적인 내용은 모름’ 55%로서 부정적 응답이 약

8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경관의 중요도

정도는 ‘중요 정도가 같음’ 30%, ‘더 중요함’ 42%, ‘매우

더 중요함’ 25%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현장관리자로서 산림경관이 도시, 농촌 경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1. 응답자 현황.

구 분 그 룹 N 빈도(%)

직급

5급이상 6 5.7

6급 25 23.8

7급 32 30.5

8급이하 42 40.0

근무지

특별(광역)시·도 27 25.7

시 단위 41 39.0

군 단위 36 35.3

근무년수

1~5년 40 38.1

6~10년 11 10.5

11~20년 30 28.6

20년 이상 24 23.8

표 2. 「경관법」인지 여부. 

구 분 N 빈도(%)

전혀 모르고 있다.  23  21.9

들어본 것 같으나 관심 없다.  7  6.7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58  55.2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5  14.3

아주 잘 알고 있다.  2  1.9

계 105 100.0

표 3. 산림경관의 중요 정도.

구 분 N 빈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1.0

중요치 않다.  2  1.9

중요정도가 같다.  31  29.8

더 중요하다.  44  42.3

매우 더 중요하다.  26  25.0

계 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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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경관계획 수립여부

「경관법」은 경관계획의 수립 및 사업운용에 대한 구

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각 시군은 ‘경관계획’

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에 있다. 하지만, 경관계획에 언

급된 산림경관관리 내용은 대부분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제 계획 실행에 어

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별도의 ‘산림경관

계획’ 수립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현재 수립하여

활용중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9%, 향후 수립할 계획

에 있는 시군은 29.5%, 계획은 없지만 계획 수립의 필요

성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53.3%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수립하여 활용중인 비율은 낮지만(2.9%), 필요성 및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군 응답자의 비율이 82.8%

로 나타나 산림경관계획수립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과 산

림경관계획 수립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 및 가

이드라인 제공 등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산림경관관리 필요성

각 지자체 관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산림경관관리의

필요성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로 제시하여 조사하였다

<표 4>. 조사결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관리’하기

위함(4.24점), ‘아름다운 숲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

함(4.18점)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경관관리를 통한 산

림자원의 질적 수준 제고와 더불어 산림경관의 아름다움

을 중요시하고 이를 자원적 가치로 여겨 활용하려는 경향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산림경관관리 범위

산림은 전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넓은 면적이

며 인구밀도, 지형 구조에 따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빈

도, 범위, 산림경관의 중요성이 다를 것 이라는 판단 하

에 각 지자체 관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산림경관관리

의 범위를 조사하였다<표 5>. 조사결과 ‘특징이 있는

곳(등산로, 마을 숲, 관광지, 문화 유적지 등)’을 중심으

로 관리해야한다는 응답이 47.6%, ‘사람의 시야에 보이

는 모든 산림’을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27.6%, ‘행정

범위 내 모든 산림’을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21.9%,

기타의견 2.9%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도로 혹은

마을 주변의 숲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

실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지역,

마을 주변, 문화 유적지 등의 산림경관의 유형을 구분

하고 각 유형에 맞는 관리 방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산림경관관리 현황

각 지자체의 산림경관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

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림경관관리 방법을 조사하였다

<표 6>. 복수응답 분석결과 ‘숲에 대해 육림, 간벌 등 임

업적 조치’(17.0%), 도시산림공원, 마을 숲, 학교 숲 등과

같은 ‘생활림 조성’(15.8%), ‘시내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

(14.6%), ‘주요 도로 및 철도 주변 숲 가꾸기’(13.7%)가

표 4. 산림경관관리 필요성.

항 목 평균 표준편차

다른 경관의 배경으로서 주위 경관을
돋보이게 하므로

3.63 0.812

미적으로 아름다운 숲은 지역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4.01 0.753

아름다운 숲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4.18 0.690

지역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3.32 0.766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관리하기
위해

4.24 0.744

주: 리커트 5점척도 기준.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표 5. 산림경관관리 범위.

구 분 N 빈도(%)

행정 범위 내 모든 산림  23  21.9

사람의 시야에 보이는 모든 산림  29  27.6

특징이 있는 곳(등산로 , 마을 숲 , 관광지 ,
문화 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50  47.6

기타  3  2.9

계 105 100.0

표 6. 지자체의 산림경관 시업 종류(복수응답).

구 분 N 빈도(%)

공한지 조림을 통한 새로운 경관 창출  69  14.3

숲에 대해 육림, 간벌 등 임업적 조치  82  17.0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점
(전망좋은 곳) 제공

 43  8.9

화목류 식재  44  9.1

훼손지 차폐 조림  31  6.4

시내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  70  14.6

생활림조성(도시산림공원, 마을 숲, 
학교 숲 등) 조성

 76  15.8

주요 도로·철도 주변 숲 가꾸기  66  13.7

계 481 100.0

표 7. 산림청 경관사업에 대한 의식.

항 목 평균 표준편차

큰나무 공익조림이 경관의 보전·형성 및
관리에 미치는 효과a 

3.98 0.772

숲가꾸기사업이 경관의 보전·형성 및 관
리에 미치는 효과a 

4.23 0.711

산림경관의 보전·형성 및 관리를 위한 산
림청의 노력 정도b 

3.84 0.777

주: 리커트 5점척도 기준.
a : 1=전혀 효과가 없다, 5=매우 효과가 있다
b : 1=매우 부족하다, 5=매우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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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외 시업으로 ‘화목

류 식재’, ‘조망점 제공’, ‘훼손지 차폐조림’이 조사되었다.

기타 산림경관 시업으로는 ‘혼효림 조성’, ‘보호수 및 마

을 상징수’ 관리 등이 있었다.

4. 산림청의 경관관련 시행사업 효과 및 산림청의 노력

정도

현재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큰나무 공익조림’2)과

‘숲 가꾸기 사업’이 산림경관에 미치는 효과와 산림경관

의 보전·형성 및 관리를 위한 산림청의 노력 정도를 5점

척도를 제시하여 조사하였다<표 7>. 또한 큰나무 공익조

림 사업비의 활용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큰나무 공익조림’(3.98점)과 ‘숲 가꾸기 사

업’(4.23점)은 경관의 보전·형성 및 관리에 효과가 있고

산림청의 경관관리를 위한 노력 역시 있다(3.84점)고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비의 주된 용도는 복수응답 분석

결과<표 8> ‘공한지조림(38.2%)’, ‘도시 소공원 조성

(21.0%)’, ‘가로수 식재(19.1%)’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화단조성(5.7%), 주요 도로주변 조림, ‘학교, 마을 및 주요

관광지 주변 나무 식재’, ‘지역 특화숲 조림’, ‘수종갱신’

등이 기타의견으로 제시되었다. 

5. 산림경관관리를 위한 산림청의 역할

지자체 관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산림경관의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한 산림청의 역할을 조사하였다<표 9>. 조사

결과 ‘예산’(4.41점), ‘가이드라인 제공’(4.12점), ‘모델사업’

(4.00점), ‘실무자 교육’(3.94점), ‘홍보’(3.93점)등의 항목

이 매우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고 ‘Top-down 방식의 각

지역 산림경관 계획 수립 및 제공’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수(3.67점)를 나타냈다. 기타 의견으로 ‘산림청의 산림경

관 관련 명확한 개념 정립’, ‘경관기능 활용을 통한 산림

경영 소득 창출 방안 마련’ 등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일선 관리자들에게 ‘산림경관’ 개념과 ‘경관계획’(단순

한 일개의 사업 단위가 아닌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개념)

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추상적,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

림경관사업 예산 확충은 물론 이와 관련된 산림경관의 개

념, 산림경관관련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산림경관계획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각종 정보 제공과 실질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산림경관 모델사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산림경관관리를 위해

산림경관계획 수립시 필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연구 및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중요도-성취도분석(IPA)

산림경관의 보전·형성 및 관리를 위한 질문항목 15개

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요도 문항의 신뢰도 계

수는 0.831, 만족도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0.936으로 나타

나 표준화된 척도의 알파 값의 최소기준인 0.6 이상의 범

주에 속하므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관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산림경관의 보전·

형성 및 관리를 위한 중요 요소와 만족 요소 조사 결과는

<표 10>과 같다. 산림경관관리를 위한 중요 요소로는 ‘산

림청의 예산지원(4.47)’, ‘지방정부 단체장의 추진의지

(4.24)’, ‘지방정부 담당자의 인식 및 추진의지(4.16)’, ‘산

림청의 경관정책 추진 의지(4.13)’ 순이었으며 산림경관관

리 업무 추진에 있어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는 ‘지방정

부 경관관련 담당자 수(2.51)’, ‘산림 소유자의 산림경관사

업 시행 호응 정도(2.63)’, ‘지방정부의 산림경관 관련 제

도적 장치(2.76)’, ‘산림청의 경관관련 각종 정보제공(2.97)’

으로 나타났다. 

산림경관 보전·형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속성들에

대한 중요도와 성취 정도에 대해 IPA를 실시하였다. IPA

2) 2008년 우리나라 조림항목은 크게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유휴토지조림, 산불피해복구조림, 금강소나무후계숲조성, 기타조

림으로 구분됨. ‘큰나무조림’은 다시 ‘큰나무 일반조림’과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나뉨. 큰나무 공익조림은 경관 조성을 목적

으로 한 조림 사업으로 식재기준은 500본/ha, 수목의 단가는 수고 1~1.5 m의 경관수종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함. 총 사업비는

국고 50%, 지방비 50%로 구성됨.

표 8.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비 주된 용도(복수응답).

구 분 N 빈도(%)

가로수 식재  30  19.1

공한지 조림  60  38.2

도시 소공원 조성  33  21.0

화단 조성  9  5.7

기타  25  15.9

계 157 100.0

표 9. 산림경관 관리를 위한 산림청의 역할.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산림경관 관련 예산지원 4.41 0.689

산림경관 모델사업 실시 4.00 0.784

산림경관 관련 실무자 교육 3.94 0.691

산림경관사업에 대한 홍보 3.93 0.737

산림경관의 보전·형성(창출)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4.12 0.661

Top-down 방식의 각 지역 산림경관
계획 수립 및 제공

3.67 0.916

주: 리커트 5점척도 기준.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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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점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척도의 중앙값에 의한

방법, 표준편차에 의한 방법, 평가 속성의 평균값의 최대·

최소값의 중앙값에 의한 방법, 임의적인 방법 등 크게 4가

지로 압축된다(박종진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 평

균값(3.96)과 만족도 평균값(3.08)을 중심점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속성의 중요도, 만족도 평균값을 표기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1사분면은 높은 중요도, 높은 성

취도를 나타내 현 상태의 지속적 유지(Keep Up the Good

Work)가 필요한 속성들로서 1) 지방정부 단체장의 추진의

지, 2) 지방정부 담당자의 경관인식 및 추진 의지, 3) 산림

청의 경관정책 추진 의지, 4) 산림청의 산림경관 관련 각

종 제도적 장치 등 4가지로 파악되었다. 2사분면은 높은

중요도, 낮은 성취도를 갖는 속성들로 노력 집중

(Concentrate Here) 이 필요한 속성으로서 12) 지방정부 경

관관련 담당자 수, 13) 산림 소유자의 산림경관사업 시행

호응 정도, 14) 산림청 경관관련 각종 정보제공, 15) 산림

청의 예산지원 등의 4가지 속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3사분면은 낮은 중요도, 낮은 성취도를 의미하여 낮은

우선순위(Low Priority)를 갖는 속성으로서 9) 지역주민의

산림경관사업 시행 호응 정도, 10) 산림경관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11) 지방정부의 산림경관 관련 제도

적 장치 등의 3가지 속성이 있었다. 4사분면의 낮은 중요

도, 높은 성취도를 의미하여 과잉노력을 지양(Possible

overkill)해야 할 속성은, 5) 지방정부 담당자의 업무 추진

능력, 6) 지역 산림의 양적·질적 수준, 7) 지역 문화·관

광자원의 양적·질적 수준, 8) 지역주민의 산림경관에 대

한 관심 등 4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IPA 결과들을 통해

새로운 경관정책 추진방향 설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산림경관’에 관한 지자체 관리자들의 의식

을 조사, 산림경관관리를 위한 중요도·성취도 속성 분석

을 통해 산림경관에 대한인지도 및 산림경관에 대한 문제

점을 파악하여 향후 산림경관에 대한 연구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관

리자들의 산림경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2007년 제정

된경 「경관법」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84%), 산림경

관의 중요도는 높았고, 별도의 산림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2.9%에 불과했지만, 산림경관계

표 10. 산림경관 보전·형성 및 관리를 위한 중요도와 성취도 차이.

구 분
중요도
평균(X)

성취도
평균(Y)

X-Y t-value p-value

1. 지방정부 단체장의 추진 의지 4.24 3.48 0.76 6.518 0.000*

2. 지방정부 담당자의 경관인식 및 추진 의지 4.16 3.38 0.78 7.95 0.000*

3. 산림청의 경관정책 추진 의지 4.13 3.44 0.69 11.96 0.000*

4. 산림청의 산림경관 관련 제도적 장치 3.99 3.13 0.86 10.73 0.000*

5. 지방정부 담당자의 업무 추진능력 3.91 3.34 0.57 9.72 0.000*

6. 지역 산림의 양적·질적 수준 3.70 3.25 0.45 6.85 0.000*

7.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양적°§질적 수준 3.69 3.18 0.51 9.36 0.000*

8. 지역주민의 산림경관에 대한 관심 3.78 3.09 0.69 6.16 0.000*

9. 지역주민의 산림경관사업 시행 호응 정도 3.88 3.05 0.83 11.89 0.000*

10. 산림경관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3.54 3.01 0.53 6.33 0.000*

11. 지방정부의 산림경관 관련 제도적 장치 3.74 2.76 0.98 7.81 0.000*

12. 지방정부 경관관련 담당자 수 3.96 2.51 1.45 10.93 0.000*

13. 산림 소유자의 산림경관사업 시행 호응 정도 4.09 2.63 1.46 5.02 0.000*

14. 산림청 경관관련 각종 정보제공 4.08 2.97 1.11 4.13 0.000*

15. 산림청의 예산지원 4.47 3.02 1.45 6.31 0.000*

P<0.001

그림 1. IP 분석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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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수립의 필요성 및 향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

군은 전체 82.8%에 달했다. 또한, 산림경관관리의 필요성

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관리’, ‘아름다운 숲을 관

광자원으로 활용’을 제시하였으며 주된 관리 방법은     ‘

숲에 대한 육림, 간벌 등 임업적 조치’와 ‘생활림(도시산

림공원, 마을 숲, 학교 숲 등)조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림경관관리를 위한 산림청의 역할로는 산림경

관 관련 ‘예산지원(4.41)’, ‘가이드라인 제공(4.12)’, ‘모델

사업 실시(4.0)’, ‘실무자 교육(3.94)’, ‘경관 사업 홍보

(3.93)’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Top-down 방식의 각

지역 산림경관 계획 수립 및 제공(3.67)’은 상대적으로 낮

은 비율을 보였다.

셋째, 산림경관의 효율적 보전·형성 및 관리를 위한

중요도 성취도 분석 결과 중요도 평균 3.96점, 성취도 평

균 3.08점으로 중요도에 비해 낮은 성취도를 보였다.

넷째, IPA 실행 결과 ‘지속적 유지(Keep Up the Good

Work)’ 속성 4개, ‘노력집중화 지향(Concentrate Here)’ 속

성 4개, ‘낮은 우선순위(Low Priority)’ 속성 3개, ‘과잉노

력 지양(Possible Overkill)’ 속성 4개 등 총 15개의 속성

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도출된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경관’관련 각종 정보 부족이다.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자체 관리자는 산림경관이 매우 중요한 자원

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경관계획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지만, 산림경관의 개념, 관리의 필요성, 경관관

리 방법 등에 대한 인식 및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체계적

인 경관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

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각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현장에서 시업을 직접 관

리·감독하는 지자체 관리자들이 산림경관에 대한 개념

을 인식하는 게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산림 경관에 대한 각종 정보가 제공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효율성을 위해 단순 정보 제

공뿐만 아니라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교육이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

델사업을 통한 경관시업 사례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식습득’ → ‘모델사례 체험’ → ‘각 지역에 맞는 산림경

관관리방향 설계’ 순의 보다 입체적인 교육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산림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책이 필요하다. 현재 산림경관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비

율은 매우 낮으며(2.9%) 계획의 부재로 경관관리시업이

기존의 숲가꾸기사업, 생활림 조성 사업 등의 시업법과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으며, 단기적인 사업에 집중되면서

지속적인 경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림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장

치를 마련하고, 법률적 뒷받침, 가칭 ‘산림경관계획 수립

및 업무편람’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산림경관계

획 수립 유인책 및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책이 강

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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