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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우리나라는 3,000여 개가 넘는 도서를 보유하

고 있다. 도서지역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도시

중심부와 떨어져 접근이 불편하며 내부 면적이 

좁은 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내륙과 상이한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다. 

과거 도서지역은 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이

었으나, 최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낙후지역 개발

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서개발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2000년대 이후 관광

객의 다양한 욕구충족, 주 5일제 시행, 내륙관광

의 포화상태로 인해 해양관광이 부각됨에 따라 

도서지역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였다(박소

연, 2010). 이러한 추세는 국가적, 지방적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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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환

경부, 문화재청 등 중앙정부는 도서개발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또한 남해안 선벨트, 서해안 신산업

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등을 중심으로한 

광역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지역개발계획은 도서 및 해양지역에 대한 투

자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지역개발정책은 도서지역

의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관광개발에 초점

을 두고 있어 도시개발과 같은 형태인 대규모 개

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난개발로 인해 도서지역

의 생태․문화자원을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자원은 도서지역을 방문

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지역의 중요한 자원이다. 또한 도서지역 주민

에게는 경제적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자원을 최대 보존 및 보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도서지역에 적용 가능한 생태․문화

적 재생 요소를 도출하여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과 관련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한다. 전문가 집단별 중요도 인식 차이를 분석

하여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요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라, 도서지역

은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본 연구는 도서개발촉진

법을 기준으로 도서를 정의한다.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에는 도서지역 내 생태․문화자원을 이용하여 

물리적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도서지역의 현황과 개발 동향, 농어촌 마

을 및 생태․해양도시를 기초로 하여 도서지역에 

적합한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를 도출하였다. 둘

째,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과 관련된 전문가

를 대상으로 중요도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문가집단의 중요도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

시하여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에 대한 

전문가 집단간 중요도 인식을 비교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도서지역의 재생 개념

도서지역의 재생 요소를 제시하기에 앞서, 재생

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재생의 정의는 

적용 대상과 방법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고, 학자

에 따라 이론적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재생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기존에 정

립한 도시재생의 정의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재생의 조작적 정의를 하고자 한다. 

재생은 재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

하였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도

시의 발전과정에 있어 산업구조와 경제구조의 변

화로 인해 기존 도시중심부가 노후화되어 사회․

경제적 요인이 쇠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경제논리에 의해 기존의 노후시설들

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재개발 방

식을 채택하였다. 이 방식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

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즉, 도시재개발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구조를 깨끗

하고 보기 좋게 정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도

시공간뿐만 아니라 기존 거주민의 삶을 무시하거

나 그동안 조성된 지역문화를 훼손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생은 재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재생은 쇠

퇴한 지역을 물리적 모습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던 거주민의 삶과 독특한 지역문

화를 유지하면서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 2009).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도시재생촉진을위한특별법」의 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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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시재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도심활성화와 노후시가지의 정비를 통해 도심 기

능을 회복하고 낙후된 생활환경을 재정비하는 차

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물

리적 환경 정비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다(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본 연구에서의 재생은 도서지역 내 생태자원 

및 문화자원을 고려하여 생태문화적으로 재생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도서지역은 취약한 접근성으로 

인해 육지에 비해 경제․사회적으로 낙후되어 있

다.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 취약한 산업구조, 노

령화 문제,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

유출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격절성으로 

인해 자연생태계와 독특한 생활문화가 보전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도서지역을 방문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관광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재생을 위해서 섬 특유

의 자연생태계와 독특한 생활문화를 파악하여 재

생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 선행연구 고찰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과 관련된 선행연

구를 고찰한 결과, 생태적 재생에 관한 연구는 환

경친화적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생태

자원의 보전 측면과 환경친화적 해양개발 측면에

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적 재생에 관한 

연구는 해양지역의 관광활성화에 초점을 둔 연구

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의 맥락에서 문화자원의 보전 측면과 도서지역의 

관광활성화 측면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도서지역의 생태적 재생을 위해서는 해양환경

의 보전뿐만 아니라 개발과 자원이용에 관심을 가

져야 하고 인위적인 개발 보다는 도서 환경의 보

전과 관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변병설․전하나, 

2008). 도서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이용한 독특한 

콘텐츠를 중시한 관광개발, 정주하고 싶은 매력적

인 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서개발과 관광개발의 일

원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도서지역의 생태환경 보

전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김영

준, 2007).

또한 자연친화형 해양관광단지의 조성을 위해

서는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중요하고(박소연, 

2010) 해양자원 훼손이나 오염될 경우 복원에 많

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개

발을 지양하고 자연조건의 효용을 살릴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소연․신선미․변병설, 2009 ; 김선종, 2008). 

도서지역의 문화적 재생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생태․문화적 관리방안이 필요하고 도서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하거나 그 

연관성을 발굴하여 생태관광과 접목시켜서 발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홍선기, 2007 ; 양회은, 

2010). 

살고 싶은 어촌이 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의 

개선과 소득증대 방안이 필요하며, 가고 싶은 바

다 조성을 위해서는 연안 어촌의 경관, 환경의 

질, 전통 문화의 유지, 지역 특성화 작업 등을 

통한 매력도 증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김

성귀․홍장원․이성우․최지연, 2007 ; 염미경, 

2000). 

지금까지 도서지역의 개발은 해양관광단지의 

개발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환경친화적인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해야 한다

고 제언을 하지만 구체적인 재생 요소는 전무하

다. 또한 새로운 건축물을 세운다는 것은 도서지

역의 생태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태문화적 재생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도서지역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주

환경, 문화환경, 경제적 환경이 낙후되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태문화자원은 도서지

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지역의 중요한 자원이다. 또한 도서

지역 주민에게는 경제적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중

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활성화

를 위해서는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특성을 최

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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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틀 정립

본 연구는 도서지역에 도입 가능한 생태․문화

적 재생 요소를 도출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요

도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3.1 생태문화  재생 요소 도출과정

도서지역의 현황과 개발 동향, 농어촌 마을 및 

생태․해양도시를 기초로 하여 도서지역에 적합한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를 도출하였다. 

생태적 재생은 생태도시 및 해양관광지 조성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검토하여 토지이용, 교통체

계, 건축물, 자원순환의 4대 부문으로 정리하였다. 

토지이용부문은 도서의 특성, 지리적 위치 및 도

서내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자연환경 파괴를 가급적 

최소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생태공간구조, 생태환

경 보존, 생태환경조성을 중시하여야 한다(정석

중․이미혜, 2004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0). 

교통체계부문은 도서지역의 생태적 재생을 위

해 녹색교통 및 보행공간 중심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 의존적인 적색교통에서 자전거와 

보행과 같은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

다. 도서지역 내 관광지간 접근성을 고려하여 교

통체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관광객들의 불필요한 

이동을 줄여 관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가용 이

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자전거 및 전기차 

등의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건축물부문은 대부분의 인간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에너지 소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하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탄소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

지를 도입하거나(박현신, 2010), 자연채광 고려, 

건물녹화 조성, LED 조명 설치, 절수기기 및 자

동절전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

화시켜야 한다.

자원순환부문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수자원 확보와 하수 및 쓰레기 처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은 농도 오수를 처리 

후, 중수와 빗물을 활용하고, 자연배수체계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생태계의 수용량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박현신, 2010). 폐기물은 매립이나 소각으로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 재이용할 수 있

는 자원으로 인식하여 자원순환형 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재생은 농어촌마을의 현황과 관광개발 

동향을 고려하여 보존 및 보전, 관광자원화, 기반

시설의 3대 부문으로 정리하였다. 

보존 및 보전부문은 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발굴하여 문화유산을 자료화하고 원형 보

존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김성귀, 2004). 

또한 지속적인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도서의 특

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관광자원화부문은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

과 전통적인 도서문화자원의 보전을 통해 도서지

역 특유의 생태문화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농촌연구원, 1997 ; 해양수산부, 2001). 따

라서 도서지역의 생활문화를 유지하여 온 생물상, 

특히 천연기념물의 자연자원과 문화경관의 자원을 

생태적인 관점에서 조사하고 환경문제를 분석하여 

도서지역의 생태적 또한 문화적 수용성을 증대시

킬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홍선기, 2007). 

기반시설부문은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관

광객의 관광활동 증진을 위해서 문화․편의시설을 

정비 및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은 이용기

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되어야 하며 생태 및 

문화자원의 보호와 지속적인 관리와 도서의 특성

을 살린 스토리텔링화한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 

3.2 설문조사의 상  방법

도서지역 재생 요소의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위

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리

커트식 7점 척도로 매우 낮음의 1부터 매우 높음

의 7점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서지역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로서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설계하였다. 

설문조사는 도서지역 생태․문화적 재생과 관

련한 전문가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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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본추출은 인하대학교 도시계획과․문화경영

학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인천발전연구

원의 교수 및 연구원, 인천시청 관광진흥과․도서

발전지원과․도시디자인추진단 및 옹진군청 도서

개발과․서해5도 특별지원단․관광문화과․환경

녹지과․해양수산과 등의 공공기관, 에코아이, 서

영엔지니어링의 민간회사를 대상으로 목적표본추

출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설문대상자의 이

메일(E-mail)을 통해 설문을 요청하고 회수하였

다.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15일간 

총 140부의 설문이 배포되었고 전원 회수되었으

며 설문조사 분석은 PASW Statistics 18.0을 활

용하였다. 

조사분석방법은 전문가 집단의 중요도를 살펴보

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에 

대한 전문가 집단간 중요도 인식을 비교하였다. 

4. 실증분석

4.1 문가집단의 특성

본 연구는 도서지역 생태문화적 재생요소에 대

한 전문가 중요도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성별, 

연령대, 직업, 전공분야로 전문가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비교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먼저, 설문자의 연령대는 30대가 42.9%로 설

문조사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도서지역의 생태

문화적 재생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대로서 전문가 집단의 중요도 

인식 결과가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직업분야는 공공기관(공무원, 공기업) 39.3%, 

학계(교수, 연구원) 35.7%, 민간회사(엔지니어링, 

건설회사) 25.0%로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어 대체

적인 전문가 집단의 특성이라고 판단된다.

전공분야는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였으며 도서․해양분야, 문화․관광분야, 

생태․환경분야는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참여하였

다. 전문가집단별 생태문화적 재생요소에 대한 중

요도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항목 내용 빈도 %

성별
남성 101 72.1

여성 39 27.9

연령

20대 29 20.7

30대 60 42.9

40대 35 25.0

50대 이상 16 11.4

직업

학계

(교수, 연구원)
50 35.7

공공기관

(공무원, 공기업)
55 39.3

민간회사

(엔지니어링, 건설회사)
35 25.0

전공

분야

도서․해양분야 25 17.9

문화․관광분야 30 21.4

생태․환경분야 23 16.4

도시계획 분야 62 44.3

표본수 140 100

표 1.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

4.2 도서지역 생태문화  재생 요소 선정

중분류 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 점수 이

상이면 요소로 도출하고 대분류 전체 항목의 평균 

점수 이상의 요소를 도출하여 중요 요소로 선정하

였다. 중분류 별 평균점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대분류의 평균 점수를 함께 적용한 이유는 

중분류 별로 평가 받은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객

관적인 요소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중분류 요소들은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 적용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

으며, 중요도에서 선정되지 못한 요소들은 각 도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 조사를 한 이유는 중요도를 알기 위

한 것이며 요소를 누락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우선 중분류 별 평균 점수 이상의 요소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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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토지이용부문의 전체 항목의 평균 점수

는 5.16점, 교통체계부문은 4.56점, 건축물부문은 

4.72점, 자원순환부문은 4.92점, 보존 및 보전부

문은 5.34점, 관광자원화부문은 5.27점, 기반시설

부문은 4.89점으로 나왔다. 이러한 선정 기준을 

반영하여 총 68개의 재생 요소 중 42개의 재생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 다음, 대분류 전체 항목의 평균 점수를 기준

으로 평균 점수 이상이면 중요 요소로 도출하였는

데 생태적 재생의 평균 점수는 4.93점, 문화적 재

생의 평균 점수는 5.15점으로 나왔다. 대분류의 

전체 평균을 반영하여 평균점수 이상을 중요 요소

로 도출하였다. 

4.3 문가 집단의 요도 인식

4.3.1 직업분야에 따른 차이

직업분야 간 중요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토

지이용부문과 보존 및 보전부문의 대부분의 요소

에서 직업분야간 중요도 인식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토지이용부문에서는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 고려 

요소와 일조량․채광 고려 요소와 Green-Blue 네

트워크 조성 요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요소가 직업

분야간 차이를 보였다. 학계는 토지이용 분야에 대

한 중요도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공공기

관은 학계와 민간기업 보다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

다. 학계와 민간기업은 도서지역 내 다양한 생물종

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의 특성, 지리적 위

치 및 도서내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자연환경 파괴

를 가급적 최소화하여야 하고, 토지이용 시 생태공

간구조, 생태환경 보존, 생태환경조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부문은 직

업분야 간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보존 및 보전부문의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생태

문화자원의 DB 구축, 도서의 특성이 담긴 해양경

관 보전 요소에서는 직업분야간 평균 차이가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Scheffe의 다중검정치 사후검정 

결과,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요소는 학계와 공공기

관 간 차이가 있으며 도서의 특성이 담긴 해양경

관 보전 요소는 학계와 민간회사 간 차이가 나타

났다. 또한 생태․문화자원의 DB 구축 요소는 학

계, 공공기관, 민간회사 간 중요도 차이를 보이는

데 특히 학계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4.3.2 공분야에 따른 차이

전공분야 간 중요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교

통체계부문의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 설치 요

소, 보존 및 보전부문의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형

태․재료․색채 도입요소, 기반시설부문의 지역주

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건립 요소에서 전공분

야간 중요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교통체계부문은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 설치 

요소에서 문화․관광 분야와 생태․환경분야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생태․환경분야의 전문

가들은 화석연료 의존적인 적색교통에서 자전거와 

같은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보존 및 보전부문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형

태․재료․색채 도입 요소에서 전공분야간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화․관광, 생태․환경,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은 도서지역의 문화적 재생을 

위해서 지속적인 경관자원의 관리를 통해 도서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에 대한 중요도

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문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

설 건립 요소와 수변감상을 위한 전망데크 조성 

요소에서 전공분야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

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건립 요소에서는 

문화․관광분야와 도시계획분야 간 평균차이가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문화관광분야의 전문가들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여가활동과 생활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조성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기반시설부문의 수변감상을 위한 전망데

크 조성 요소에서는 도서․해양분야, 문화․관광

분야와 생태․환경, 도시계획분야 간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생태․환경,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

들은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자원 그 자체로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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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광자원일 수 있지만, 전혀 가공되지 않은 

생태․문화자원만으로는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없

으며, 관광객이 관광 활동하는데 있어 관광자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분

류
소분류 세부 요소 평균 학계

공공

기관

민간

기업
F

토지

이용

생태공간구조

기존 지형 보존 최대화 5.70 6.18 5.31 5.63 6.708*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 고려 5.36 5.48 5.24 5.40 0.556

경사도, 표고, 녹지자연도 등 고려 5.33 5.74 5.05 5.17 5.378*

일조량, 채광 고려 5.11 5.28 5.00 5.06 0.727

생태환경보존

기존 산림․해안의 원형 보존 5.85 6.34 5.51 5.69 8.921**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고려한 식재 5.53 5.88 5.22 5.51 4.484*

향토 수종 및 자생종 식재 5.56 5.90 5.31 5.49 3.824*

생태 연결로 확보 5.34 5.68 5.07 5.29 3.739*

생물 서식지 확보 5.41 5.78 5.15 5.31 4.412*

생태환경조성 Green-Blue 네트워크 조성 4.96 5.14 4.71 5.09 1.722

교통

체계

녹색교통
자전거 도로 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 4.64 4.80 4.38 4.83 1.433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 설치 4.58 4.64 4.42 4.74 0.587

보행공간
보행자전용지구 및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4.76 4.82 4.65 4.83 0.204

보행자 도로 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 4.80 4.84 4.65 4.97 0.466

건축

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태양열 에너지 시스템 도입 5.14 5.08 5.18 5.14 0.064

풍력에너지 시스템 도입 4.83 4.92 4.76 4.80 0.151

에너지절약

자연채광 확보 5.51 5.76 5.20 5.66 2.780

건물 녹화 4.74 4.72 4.67 4.86 0.189

절수기기 설치 4.86 4.88 4.78 4.97 0.188

자동절전시스템 도입 4.85 5.06 4.53 5.06 2.272

자원

순환
수자원

자연배수체계시설 도입 5.04 5.32 4.73 5.14 2.648

빗물활용시설 설치 5.11 5.28 4.96 5.11 0.681

보존 

및 

보전

문화보존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5.91 6.32 5.60 5.80 7.125**

훼손된 역사문화자원 복원 5.50 5.74 5.33 5.43 1.785

생태․문화자원의 DB 구축 5.51 6.06 5.11 5.34 8.896**

경관보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형태,재료,색채 도입 5.24 5.24 5.25 5.23 0.004

산지, 바다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설정 5.39 5.60 5.20 5.40 1.242

도서의 특성이 담긴 해양경관 보전 5.78 6.16 5.64 5.46 4.776*

관광

자원

화

문화자원
갯벌, 식생 등을 활용한 생태프로그램 5.48 5.82 5.24 5.37 2.576

생태자원을 이용한 도보및트레킹프로그램 5.29 5.24 5.27 5.37 0.110

경관자원

일출, 일몰 등 자연경관 5.42 5.46 5.47 5.29 0.280

기암괴석, 절벽, 구릉지 등 지형경관 5.57 5.50 5.67 5.51 0.321

산세, 숲, 계곡 등 산지경관 5.37 5.34 5.42 5.34 0.055

해변, 모래, 갯벌 등 해양경관 5.68 5.92 5.60 5.46 1.565

기반

시설

문화시설

여가활동을 위한 휴양시설 마련 5.10 5.04 5.20 5.03 0.243

도서특성에 적합한 문화시설 건립 5.14 5.48 4.96 4.91 2.701

도서의 독특성을 담은 편의시설 배치 5.06 5.36 4.91 4.89 2.069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건립 4.89 4.94 4.93 4.74 0.247

경관시설

수변감상을 위한 전망데크 조성 5.05 4.78 5.15 5.29 1.520

바다와 연계한 산책로 및 광장 조성 5.41 5.60 5.29 5.34 0.880

안전성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4.94 5.00 4.73 5.17 1.179

쾌적성 및 편의성을 위한 어항시설 정비 5.08 5.06 5.11 5.06 0.022

* p<0.05, ** p<0.01

표 2. 직업별 평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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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분류 세부 요소 평균
도서

해양

문화

관광

생태

환경

도시

계획
F

토지

이용

생태공간구조

기존 지형 보존 최대화 5.70 5.36 5.77 5.83 5.76 0.735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 고려 5.36 5.08 5.67 5.09 5.44 1.603

경사도, 표고, 녹지자연도 등 고려 5.33 5.00 5.57 5.13 5.42 1.472

일조량, 채광 고려 5.11 4.80 5.60 4.96 5.06 2.330

생태환경보존

기존 산림․해안의 원형 보존 5.85 5.64 5.97 5.74 5.92 0.572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고려한 식재 5.53 5.16 5.63 5.52 5.63 1.081

향토 수종 및 자생종 식재 5.56 5.24 5.73 5.57 5.61 0.942

생태 연결로 확보 5.34 5.28 5.80 5.00 5.27 2.356

생물 서식지 확보 5.41 5.08 5.87 5.57 5.27 2.825

생태환경조성 Green-Blue 네트워크 조성 4.96 4.92 5.00 4.70 5.05 0.434

교통

체계

녹색교통
자전거 도로 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 4.64 4.48 4.43 5.09 4.65 0.999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 설치 4.58 4.44 4.20 5.43 4.50 3.590*

보행공간

보행자전용지구 및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4.76 4.56 5.13 4.83 4.63 0.912

보행자 도로 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 4.80 4.48 4.87 4.91 4.85 0.432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태양열 에너지 시스템 도입 5.14 5.00 5.27 4.74 5.27 0.908

풍력에너지 시스템 도입 4.83 4.60 4.93 4.87 4.85 0.254

에너지절약

자연채광 확보 5.51 5.12 5.87 5.22 5.61 2.066

건물 녹화 4.74 4.36 5.20 4.83 4.63 1.896

절수기기 설치 4.86 4.76 4.83 5.61 4.65 2.667

자동절전시스템 도입 4.85 4.56 4.90 5.30 4.77 1.152

자원

순환
수자원

자연배수체계시설 도입 5.04 4.96 5.37 5.04 4.92 0.756

빗물활용시설 설치 5.11 4.72 5.53 5.26 5.02 1.815

보존 

및 

보전

문화보존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5.91 5.56 6.20 6.04 5.85 1.952

훼손된 역사문화자원 복원 5.50 5.40 5.67 5.57 5.44 0.355

생태․문화자원의 DB 구축 5.51 5.36 5.87 5.48 5.40 1.093

경관보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형태,재료,색채 

도입
5.24 4.60 5.60 5.35 5.29 3.037*

산지, 바다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설정 5.39 4.76 5.50 5.65 5.50 2.567

도서의 특성이 담긴 해양경관 보전 5.78 5.56 6.03 5.83 5.73 0.844

관광

자원화

문화자원

갯벌, 식생 등을 활용한 생태프로그램 5.48 5.52 5.37 5.70 5.44 0.283

생태자원을 이용한 

도보및트레킹프로그램
5.29 5.36 5.10 5.61 5.23 0.759

경관자원

일출, 일몰 등 자연경관 5.42 5.16 5.47 5.61 5.44 0.560

기암괴석, 절벽, 구릉지 등 지형경관 5.57 5.32 5.77 5.83 5.48 1.087

산세, 숲, 계곡 등 산지경관 5.37 5.20 5.63 5.48 5.27 0.679

해변, 모래, 갯벌 등 해양경관 5.68 5.48 5.83 5.96 5.58 0.846

기반

시설

문화시설

여가활동을 위한 휴양시설 마련 5.10 5.16 4.70 5.43 5.15 1.383

도서특성에 적합한 문화시설 건립 5.14 5.36 5.10 5.52 4.92 1.460

도서의 독특성을 담은 편의시설 배치 5.06 5.16 5.27 5.26 4.85 1.010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건립 
4.89 4.80 5.53 5.13 4.52

4.209*

*

경관시설

수변감상을 위한 전망데크 조성 5.05 5.04 4.37 5.22 5.32 3.341*

바다와 연계한 산책로 및 광장 조성 5.41 5.32 5.20 5.83 5.40 1.186

안전성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4.94 4.80 4.97 5.22 4.87 0.439

쾌적성 및 편의성을 위한 어항시설 

정비 
5.08 5.20 4.93 5.30 5.02 0.428

* p<0.05, ** p<0.01

표 3. 전공분야별 평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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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전문가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

다. 전문가 집단간 중요도 인식에 대한 차이를 상

세히 분석하기 위해 직업분야, 전공분야로 비교하

였다. 

첫째, 직업분야의 중요도에서는 토지이용분야의 

생태공간구조․생태환경보존과 보존 및 보전분야

의 역사문화보존에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토지

이용분야는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요소에서 직업별 인식 차이가 있었다. 도서지역을 

개발할 때, 토지이용부문은 학계와 공공기관 간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전공분야는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 설

치, 건물의 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지역주민을 위

한 문화시설에서 중요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건축물부문과 자원순환부문은 전문가 집

단간 중요도 인식의 차이가 없었다. 도서지역은 

계절에 따라 에너지 수요량과 물 소비의 변화가 

매우 크다. 따라서 건축물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절약 방안, 수자원 확보 방안에 대해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넷째, 관광자원화부문은 전문가 집단간 중요도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독특한 문화자원과 

경관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어 관광객을 도서지역

으로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

로 지역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지역자원의 보존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기반시설부문에서는 전문가 집단 동일

한 평균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서지역에는 해변, 

갯벌의 해양경관뿐만 아니라 기암괴석, 절벽의 지

형, 산세, 숲의 산지 등의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이를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는 인

식을 가지고 있다. 도서지역의 문화적 재생을 위

해서는 생태․문화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마련이 중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태자원의 보존과 전통적인 문화자원의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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