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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에서는 2007년 경관계획제도가 시작되었다. 산림관리의 장기성과 광범위성을 생각하면 산림경관 관리의

계획적 접근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나 산림경관계획은 거의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식견의 부족

도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산림의 특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산림경관요소의 도출과 산

림경관계획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산림경관요소(산림경관유형)는 4개의 중분류(지형자원, 수자원,

식생자원, 인문자원)와 12개의 소분류(지형자원:능선 파노라마, 기암봉우리와 암릉, 수자원:폭포, 계곡과 계류, 호수

와 도경, 식생자원:수관층 풍경, 주능선의 철쭉, 능선사면의 단풍, 초본군락의 꽃밭, 임내풍경, 숲길풍경, 인문자원 :시

설물)로 구성되었다. 산림경관계획 작성 시 제안사항으로 유형별 계획 단계의 경관권역계획 작성 시 산림의 6개 기

능의 검토 필요성과 요소별 계획단계에서는 주능선, 계절감, 산림수변, 암석자원 경관관리계획 수립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Landscape planning system established in 2007. It is necessary that forest landscape management will

be established based on the long-term and wide scope plan for forest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ed the

considering factor while the establishing forest landscape plan for forest characteristics. Forest landscape type

was consisted of 4 medium classification(geographical resources, waterscape, forest resources, cultural resources)

and 12 small classification(geographical resources: panorama of ridge, ridge of curious rock peaks, waterscape:

waterfall, valley, lake, forest resources: crown layer scenery, royal azaleas of main ridge, autumnal tints of ridge

slope, flowers in herbaceous plants, inside of forest, forest trail scenery, cultural resources: facilities). This study

suggested that consideration on 6 functions of forest in landscape zone planning and forest landscape

management plan each classification (main ridge, sense of season, waterscape, rock resources). 

Key words: landscape planning, beautiful natural scenery, natural scenery management, type of natural scenery

서 론

국내에서 2007년에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기능의 효율

과 편의에만 치중한 그간의 공간정책을 성찰한 결과로 경

관계획 제도가 도입되었다(Lee, 2011). 경관계획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계획내용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이다(Lee, 2010). 아직 경관계획은 초기단

계로 모범적인 사례가 부족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

와 참여 전문가에 따라 결과물의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Joo and Kim, 2011).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 쾌적한 생활환경과 웰빙

추구 등에 의해 산림경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Song and Kim, 2012). 산림청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

(2013-2017)에서 백두대간, 주요 도로변, 명승지 주변 산

림에 대한 산림경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2a). 또한 산림청은 산림경관 계획·관리 업

무편람을 발행하였으며(Korea Forest Service, 2011), 산림

경관관리지역 100개소의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2b).

그러나 Joo and Im (2008)은 경관과 관련된 현재의 법·

제도가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

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계로 일원

화되면서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관관리가 실질적

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산

림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산림경관계획에 관한 연

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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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관리의 장기성과 광범위성을 생각하면 계획적 접

근은 필수 불가결한 일로서 경관법에 의한 특정경관계획

으로 산림경관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으나, 산림의 특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계획의 작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는 부족하나마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산림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계획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초점인 산림경관요소와 산림경관계획에 관

한 기존의 연구내용을 개관한다. 먼저 도시에서의 산림경

관에 관한 연구를 보면 Lee and Choi(2003)은 우리나라의

경우 풍수사상이 도읍 입지나 조성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

던 것을 생각하면, 경관으로서 능선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

은 상식적인 일이나 도시계획 원칙이나 수법 속에는 그러

한 상식이 보장될 수 있는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

다. Choi(2008)는 스카이라인 보다 높게 돌출된 건물의 높

이가 건물 전체 높이의 10% 정도를 적정 돌출비 수준으

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Kim(1996)은 관찰자의 시점과 조

망대상물인 산 사이의 시가지 영역이 산 영역보다 면적적

으로 작아야 산이 시가지의 배경이 되어 시가지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Kang et al.(2008)은 양산시 소재 6

개산을 대상으로 그 산을 체험할 수 있는 조망점 40개소

에서 파악된 산지경관의 구조는 도시민이 산의 질감을 느

낄 수 있는 거리에서 대규모 스케일의 산지경관을 지각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고 하였다. Bang and Yang

(2009)은 도시경관 유형화 방식은 경관요소들의 특성에 의

해 유형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도시에 있어 산림경관에 대

한 관심은 주로 스카이라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관법에서 특정계획분야로 다루고 있는 농촌에서의 경

관 유형과 경관계획 관련 연구를 보면, Kim and Lee

(2006)은 농촌의 주요경관요소를 3개 공간, 5개 영역, 25

개 항목으로 유형화하였다. Ban et al.(2008)은 농촌경관

유형을 12개로 분류하고 유형별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Lee and Lee(2010)은 농산어촌 대표경관을 3종의 대분류

와 31종의 중분류 체계를 개발하였다. Jeong(2009)은 농

촌의 산림경관 개선방안 연구에서 산지경관 연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그 개념 및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며 산지경관은 스카이라인, 색채, 질감 등과 같은 요소

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Joo(2008)는 농촌경관 정책대안으

로, 경관계획체계의 확립 등 7가지 항목을 제시하였고, Joo

et al.(2008)은 농촌경관계획수립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분야는 경관 유형화와 계획체계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산림분야에서의 산림경관 연구를 보면, Huh et al.(2007)

은 훼손의 비율이 낮아질수록, 산정보다 산 하단부로 갈

수록, 또한 점이나 면에 비해 선적 형태 훼손의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Lee et al.(2013)은 경관관리요구도와

시각적 민감도를 활용하여 산림경관 관리등급을 도출하

였다. Kim and Shin(2013)은 상주시를 대상으로 산림경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하였

다. 산림분야에서 경관계획을 위한 유형화나 경관계획체

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름다운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입상작

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문화작품 입상작 사진을 사용

하여 출현빈도 특성 등을 고려한 산림경관요소를 도출하

였고 그를 바탕으로 경관계획 수립지침 단계별로 산림경

관계획 작성방안을 검토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산림경관, 경관요소, 경관계획

산림경관, 경관요소, 경관계획에 대한 개념을 기술한다.

산림경관이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생태적, 시

각적, 문화적 가치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형성된 경치를

말한다(Korea Forest Service, 2011). 경관요소란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를 가리킨다. 지형, 하천, 식물 등의 경우처

럼 경관을 성립 시키고 있는 현실 그대로의 형태로 요소

를 파악하는 입장과 기후, 지질, 토양과 같이 경관을 성립

시키고 있는 생성인자로 파악하는 입장이 있다(Bae and

Kim, 2010). 경관계획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

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

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창

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다.1)

2. 산림 경관요소의 도출

Lee et al.(2013)이 분류한 22개의 산림풍경 유형에서 보

다 근본적인 경관요소 도출을 위해 부분적인 계절감 요소,

기상요소, 독립목에 의한 유형을 폐지·통합하여 9개의

유형으로 단순화하였다. 9개 유형(경관요소)은 ① 능선 파

노라마, ② 기암봉우리와 암릉, ③ 폭포, ④ 계곡과 계류, ⑤

호수와 도경, ⑥ 주능선의 철쭉, ⑦ 능선 사면의 단풍, ⑧

임내풍경, ⑨ 인문자원이다.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입상작

을 모집단으로 한 분석이어서 산림, 식생에 의한 경관요

소(유형)의 도출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림, 식생에 의한 경관요소의 보완을 위해 산림조합중

앙회의 산림문화작품공모전 입상작을 모집단으로 하는 유

1)건설교통부에서 2007년에 발표한 경관계획수립지침(건설교통부 고시 597호)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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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제1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2001년)

부터 제12회(2012년)까지의 입상작 총 1,354매의 사진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2014년 공모주제(① 국내

아름다운 산, 숲, 자연휴양림을 소재로 한 작품 ② 산림치

유 및 숲과 사람의 어울림을 소재로 한 작품 ③ 산림보호

및 각종 산림사업 현장 ④ 임산물 및 재배현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② ③ ④ 주제에 속하는 사진은 산림경관 이외

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산림 경관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사진으로 적합하지 않아 849매의 사진을 제외하고 505매

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forest landscape type.

Medium classification Small classification no
National parks

(%)
Cooperative 

federation (%)
Total
(%)

Geographical 
resources

Panorama of ridge (national park) 1 221(35.8) 51(10.1) 272(24.2)

Curious rock peaks, rock ridge (national park) 2 170(27.6) 16(3.2) 186(16.6)

Sub total 391(63.3) 67(13.3) 458(40.8)

Water resources

Waterfall (national park) 3 28(4.5) 2(0.4) 30(2.7)

Valley (national park) 4 63(10.2) 33(6.5) 96(8.6)

Lake (national park) 5 15(2.4) 36(7.1) 51(4.6)

Sub total 106(17.2) 71(14.0) 177(15.8)

Plant resources

Crown layer scenery (cooperative federation) 6 - 61(12.1) 61(5.4)

Royal azaleas of main ridge (national park) 7 43(7.0) 23(4.5) 66(5.9)

Autumnal tints of ridge slope(national park) 8 23(3.7) 68(13.5) 91(8.1)

Flowers in herbaceous plants (cooperative federation) 9 - 62(12.3) 62(5.5)

Inside of forest (national park) 10 27(4.4) 88(17.4) 115(10.2)

Forest trail scenery (cooperative federation) 11 - 50(9.9) 50(4.5)

Sub total 93(15.1) 352(69.7) 445(39.7)

Cultural resources Facilities (national parks) 12 27(4.4) 15(3.0) 42(3.7)

Total 617(100.0) 505(100.0) 1122(100.0)

※National parks (1,2,3,4,5,7.8,11,12),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 (6,9,10,11)

Figure 1. picture of forest landscap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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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분류는 Lee et al.(2013)의 유형을 단순화한 9개

의 경관요소를 기본으로 하고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경

관요소를 모색 하였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새로

운 경관요소는 사진의 빈도, 독특성 등을 고려하여 6번(큰

나무가 넓게 분포하여 만드는 수관층 풍경), 9번(넓은 초

본 군락의 꽃밭), 11번(숲길 풍경)이 추가되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산림조합중앙회 사진의 경관요소

별 점유비율을 보면, 국립공원 사진은 지형자원이 많고

(63.3%) 식생자원이 적은데(15.1%) 반해, 산림조합중앙회

사진은 지형자원이 적고(13.3%) 식생자원이 많아(69.7%)

두 집단의 사진의 내용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산림경관계획 시 주요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경관요소는 Table 1과 같이 총 12가지의 유형을 제안하였

다. 산림경관요소는 지형자원 2종, 수자원 3종, 식생자원

6종, 인문자원 1종으로 구성되었다. 각 유형의 전형사진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Park et al.(2014)이 조선시대 산수화에 그려진 자연풍경

을 유형 분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산수화는 식생과 인

문자원을 그림의 주된 대상으로 하지 않으니 산림경관요

소의 식생자원(경관요소 6~11번)과 인문자원(12번)을 제

외하고, 지형자원(1, 2번)과 수자원(3, 4번)을 산수화 유형

과 비교하면 Table 2와 같다. 18~19세기에 그려진 산수화

나 현재 시점의 사진이나 산봉우리·능선의 모습, 기암,

계곡·계류에 관심이 공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한 산림경관요소(1~4번)는 2~3백년 전의 선

조화가들도 아름답다고 생각한 곳이었고, 그 가치가 수백

년을 이어져오고 있다는 사실에 산림경관요소(산림경관

자원)의 귀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아름다운 산림경관요소를 미국 국유

림의 경관에 특징을 부여하는 상징물들(경관요소)과 비교

하였다. 미국 산림청의 풍경관리시스템(Scenery Management

System)은 국유림의 미적가치 목록화와 분석을 위해 1995

년에 작성되었다(U.S. Forest Service, 1995). 경관관리 핸

드북(A Handbook for Scenery Management)에서 경관요

Table 2. Comparison of forest landscape type and natural scenery types.

Forest landscape type Natural scenery types (Joseon Dynasty)

no no

Panorama of ridge 1 A few mountain peaks(連峯型) 101

Curious rock peaks, rock ridge 2 One mountain type(獨立峯型), many mountain peaks(多峯型),
Curious rock in mountain(山奇巖型)

103, 102, 104

Waterfall 3 Waterfall(山水邊型) 106

Valley 4 Valley(山溪谷型) 105

Table 3. Comparison between forest landscape type in South Korea and USA.

Classification
South Korea USA

Landscape type no Landscape type no

Geographical
resources

Panorama of ridge 1 -

Curious rock peaks, rock ridge 2
Unique shape in rocks 1

Cliff, rocks layer, etc. 2

Water
resources

Waterfall 3 Waterfall 3

Valley 4 -

Lake 5 -

- Rivers 4

Plant
resources

Crown layer scenery 6 Upper crown layers scenery 5

Royal azaleas of main ridge 7 -

Autumnal tints of ridge slope 8 -

Flowers in herbaceous plants 9 Herbaceous plants and bushes in thin woods 6

Inside of forest 10 -

Forest trail scenery 11 -

-

Mixed forest of conifers and hardwoods 7

Hardwoods and buses near waterway in continuous coniferous forest 8

Shrubs and herbaceous plants in unstocked land 9

Overstory vegetation in unstocked land 10

Bare mountain 11

Cultural
resources

Cultural artifact as landscape elements 12 Cultural artifact as landscape symbol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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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관한 기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지역의 경관 특성은 그 지역의 경관을 독특하게 만

드는 물리적, 생물학적, 문화적 상징물(경관요소)의 조합

에 의해 탄생한다. 이러한 이미지 혹은 주제가 되는 토지

형태, 바위 형태, 수원(水源) 형태 및 식생과 같은 자연적

풍경 상징물들은 경관특성을 기술하는데 있어 중요한 핵

심요소이다. 경관요소는 바위, 물, 식생, 긍정적 구조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관요소와 미국 국유림의 경관요소를 비

교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지형자원에서 바위를 중요

시 하는 경향은 공통적이고, 우리나라 경관요소 1번은 산

정까지 오르는 우리의 등산문화와 국토의 67%가 산림인

지리적 특성에 의한 우리나라 고유의 경관요소로 판단되

었다.

수자원에서는 폭포가 공통적 경관요소가 되었고, 우리

나라는 계곡과 계류, 호수 등 비교적 작은 스케일의 경관

요소에 주목하는데 반해, 미국은 하천을 국유림의 경관요

소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었다.

식생자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관요소 6번(미국 5

번), 9번(미국 6번)과 같이 유사한 성격의 경관요소도 있

으나 그 외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식생자원

의 경관요소(6~11번)들은 강렬한 색감(色感)을 갖는 풍

경(7, 8, 9번)과 임내풍경(10번), 숲길풍경(11번) 등 비

교적 가까운 거리의 풍경 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사진을 모

집단으로 한 한계이자 특성이라고 판단되었다. 이에 반해

미국 국유림의 경관요소는 대부분 커다란 스케일의 풍경

(5~11번)을 경관요소로 하고 있고, 침엽수와 활엽수의 대비

(7, 8번), 식생이 띄엄띄엄 있는 자연스러운 무림목지(9, 10

번), 민둥산(11번) 등도 경관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 국유림 경관요소는 조방적 관리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20년간에 걸친 시각관리체계(Visual

Managemant System)의 운용으로부터 얻어진 현장의 관찰

경험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 제안한

우리나라의 산림경관요소는 실제적인 현장 관찰과 조사

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3. 산림경관계획의 체계

Korea Forest Service(2011)은 산림경관계획·관리 업무

편람을 발간, 산림경관계획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경관계획 체계는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고 개

별적인 산림경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연구성과

를 토대로 경관계획 수립지침 단계별 산림경관계획 작성

시 고려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1) 산림경관계획의 목표 및 방향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을 서술한다.

Table 4. forest landscape management plan based on landscape guideline.

Landscape guideline Landscape management plan Contents

Purpose Direction and purpose
− Background
− Direction and vision

Assessment

Investigation
− Present-condition investigation: mountain area classification
− Landscape resources investigation
− Law and policy analysis 

Problem deduction
− Survey: resident, visitor
− Similar cases review
− Problem analysis

Prospect and measure

Master plan
− Macroscopic plan for forest landscape
− Master plan each area (forest, recreation, rural, urban)
− Setting landscape theme

Basic plan
(for landscape type)

− Landscape zoning based on 6 functions of forest
− Landscape axis: travelway, forest trail 
− Landscape use area : public ground, view point
− Primary management district : preserved area

Sub-plan
(for landscape classifications)

− Main ridge (panorama of ridge)
− Sense of season(royal azaleas, autumn tints, herbaceous plants, flowers)
− Waterscape (waterfall, river, well)
− Rock resources(rock peaks, rock ridge)

Action plan

Landscape district appointment − Connection system with related laws

Implementation − Landscape business promotion

Process
− Connection system with forest policy plan
− Assessment for business priority

Finance − Budget se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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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은 장기적이며 광범위하기 때문에 산림경관계획의 목

표 설정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경관계획의 목표는 현상 또는 장래에 대한 문제점을 수

용하고 그것을 정리한 계획과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관

적 과제, 제약조건을 재정리하여 설정한 계획목표가 과제

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부와 목표가 제약조건

과 모순되지 않는가를 검토한다. 또한 목표 설정이 지나

치게 추상적이면 계획내용과 진행과정이 모호하게 되어

차후에 무엇을 위한 작업인지 다시 논의하는 상황이 초래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Bae and Kim, 2010).

2) 산림경관 현황조사

경관현황조사는 대상지의 경관적 가치와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경관자원 및 특성분석, 경관구조분

석, 관련 계획 및 법규조사를 하는 단계이다.

Korea Forest Service(2012c)은 ‘산림현장 유형별 경관디

자인 기술개발연구’를 통해 산림경관 인벤토리 구축방법

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장 적용사례가 충분치 않아 방법론

의 보완이 요구된다. 산림경관자원은 대상지역의 광범위

성 때문에 조사대상 자원을 한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전

절에서 제시한 12개의 산림경관요소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Joo and Kim(2011)은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는 가장

체계화된 틀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경

관계획 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eong and Jung(2010)은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사업’의 경우, 경관자원은 타자원

과 중복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농촌경관자원에 대한 재정

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3) 산림경관 평가 및 과제도출

Bae and Kim(2010)은 경관계획의 출발점은 경관적 과

제를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Yang(2004)

은 계획서는 ① 현황분석과 문제점의 추출 ② 목적 ③ 전

략 ④ 실시계획의 구조를 갖는다고 하였다.

경관계획도 일반적인 계획과 동일한 구조를 가져 현재

경관의 상태를 평가하고 문제가 되는 과제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산림경관 평가기준 연구가 부족하여 산림

경관의 문제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Yun(2011)은 전국 9

개 국립공원의 630개 자연경관을 평가하여, 산림피복산지

보다 암석산지를, 불연속 스카이라인보다 연속적 스카이

라인을 높게 평가한다고 하였다.

기존에 수립된 산림경관계획이 없어 유사사례를 찾기

가 쉽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과 방문자의

의견조사를 추진한다. Bae and Kim(2010)은 주민의 평가

등은 의외로 유동적이며 완성 시에 변하는 경향도 있으므

로 전면적인 신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Table 5. landscape management plan for various area.

Keyword Design skill
Area

A B C D E

Sense of volume

(量感)

− Amplification of forest size in sight
− Shielding of huge artificial object and deforestation area ○

Area characteristics − Landscape design of forest area based on the natural forest and industrial forest product ○

Natural forest
− Designation a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rea
− Setting the view point field ○

Characteristics of 
non-daily

− Design for alienation from daily life in recreation area edge
− Design for awareness of nature and amenity in space ○

Amenity
− Design for enhancement of amenity and openness on forest area
− Landscape improvement near the sports facilities ○

Mitigation of
landscape effect

− Artifact concealment for mitigation effect on landscape
− Artifact concealment in view point ○

Image of mountain
and rural area

− Harmony of landscape element for new landscape creation
− Concealment of element spoiled the forest landscape such as delaying of afforestation ○

Sense of season − Extension and contract of sense of color with ecosystem layer ○

Accessibility of 
nature

− Design for nature accessibility of citizen as main nature network ○

Intimacy
− Forest environment design adjacent to public space
− Openess on boundary of forest environment ○

Landscape 
improvement

− Urban design used trees 
− Addition of landscape, emphasis on area and characteristics, design with well-shaped trees ○

※A: forest area, B: recreation area, C: rural area, D: semi urban area, E: 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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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경관 기본구상

산림경관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

한 전략을 제시한다. 기본계획에서 언급하게 될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설정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거시적 관

점에서 제시한다. Bae and Kim(2010)은 계획대상지가 갖

는 경관적 잠재력을 포함한 경관의 특색을 최대한 존중하

여 계획이 추구하는 경관테마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하였다.

Hori et al.(1997)은 산림경관의 공간구성을 산간지역, 관

광·휴양지역, 농산촌지역, 도시근교지역, 도시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서 공간구성과 산림경관계획·설계의

요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을 Table 5와 같이 요약하

였다. 기본구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산림경관 유형별 계획

기본구상에서 설정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별로

추구해야 할 경관이미지나 경관주제를 설정하고 보전, 관

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향을 제시한다(Korea Landscape

Council, 2009). 

산림경관계획은 대상지가 대단히 넓은 특성 때문에 구

역 분할(조닝)을 위한 경관권역계획이 특히 중요하다. 산

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2013)2)에 의한 6가

지 기능은 경관권역계획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중

요지역에 대해서는 산림경관 중점관리구역계획을 작성한다. 

계획대상지내의 주요 도로나 등산로에 대해서는 산림

경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Hori et al.(1997)은 도로 주변

의 산림을 정비해서 양질의 풍경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역

이미지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명승

6호인 울진 불영사 계곡의 소나무림 풍경이나 강원도 대관

령지역 영동고속도로 주변의 소나무림 풍경은 불영계곡과

강원도의 이미지에 크게 영향할 수 있는 산림경관으로 경

관축 계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경관요소 11번). Lee and

Kim(2013)은 포장된 숲길보다 포장되지 않은, 직선으로 곧

게 뻗은 숲길보다 곡선으로 구불구불한 숲길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Baek et al.(2011)은 등산로의 시각적 선호도를 조

사, 활엽수, 개방된 경관, 흙길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요 등산로의 진출입구와 주요 전망대 등 주요 시점(視點)

에 대해서는 산림경관 거점계획을 세울 수 있다.

6) 산림 경관요소별 계획

계획 대상지의 경관을 특정하게 보전, 관리 및 형성하

기 위한 계획부분이다. 전 장의 산림 경관요소 연구에서

논의된 12가지 경관요소를 계획과제로 할 수 있다.

주능선 경관관리계획은 지리산이나 덕유산 향적봉 주

능선에서와 같이 능선 파노라마(경관요소 1번)가 있는 경

우에 수립할 수 있다. Kang(2005)은 덕유산 정상에서 동

쪽 조망을 보며 ‘내 눈앞에는 산들이 겹겹이 싸였고 또 광

활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광대무변(廣大無邊)의 장관이었

다. 나는 이 풍경을 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계절감 경관관리계획은 지리산 바래봉의 철쭉군락(경관

요소 7번)이나 설악산 천불동(경관요소 8번)과 같은 단풍

자원이 있는 경우에 세울 수 있다. Lee and An(1999)은

덕유산 향적봉과 중봉을 잇는 능선부의 아고산 초원경관

(경관요소 9번)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경관으로 보존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월하탄에서 향적봉까지의 자연

경관자원은 귀중한 계곡경관으로서 자연보존지구로 지정

해야 한다고 하였다.

산림수변 경관관리계획은 무주구천동(경관요소 2, 4번)

이나 단양 팔경(경관요소 2, 5번)과 같은 계곡·계류·호

수 등이 있는 경우에 세울 수 있다. Han et al.(2007)은 속

리산 화양계곡 연구에서 구곡경관은 식생발달에 의한 암

반경관 차폐, 모래퇴적에 의한 소 소멸, 인공림에 의한 자

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암석자원 경관관리계획은 설악산 공룡능선(경관요소 3

번)이나 도봉산 오봉과 같은 암릉이나 기암이 있는 경우

에 작성할 수 있다. Kwon(2012)은 최근 응용지형학의 주

요한 주제중 하나는 지형을 경관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하였다. Kim

et al.(2013)은 전체 국립공원 내 지형경관자원 수는 총

3,169개라고 하며 우수한 경관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망지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7) 실행계획

산림경관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산

림경관계획에서 제안된 지역, 지구 등의 지정에 관한 사

항,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에 관한 사항과 각종 산림계획

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및 재정계획을 수립한다.

결 론

산림경관계획 수립방안 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

경관요소의 도출과 경관계획 수립지침 단계별로 산림경

관계획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Lee et al.(2013)가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입상작 사진을

분석하여 제안한 산림경관 유형을 단순화 하고 유형의 구

성에 산림식생에 관한 유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산림

조합중앙회의 산림문화작품공모전 사진을 분류, 산림식생

관련 유형을 보완하여 4개의 중분류, 12개의 소분류로 구

2)산림청에서 2013년에 발표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 1149호)”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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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산림경관유형(산림경관요소)을 도출하였다. 

산림경관유형(산림경관요소)은 4개의 중분류(지형자원,

수자원, 식생자원, 인문자원)로 분류되었다. 지형자원 중

분류는 능선 파노라마, 기암봉우리와 암릉으로 분류되었

고, 수자원 중분류는 폭포, 계곡과 계류, 호수와 도경으로

분류되었다. 식생자원 중분류는 수관층 풍경, 주능선의 철

쭉, 능선사면의 단풍, 초본군락의 꽃밭, 임내풍경, 숲길풍

경으로 구성되었고, 인문자원 중분류는 1개의 소분류(시

설물)로 구성되었다.

경관계획 수립지침 단계별로 산림경관계획 작성 시 고

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기본방향 및 목표, 현황조

사, 평가 및 과제 도출,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관련 연구에

서 고려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유형별 계획 단계에서는 경

관권역계획 작성 시 산림의 6개 기능의 검토 필요성과 주

요 도로나 등산로의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축, 경관거점계

획의 수립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요소별 계획단계에서는

주능선, 계절감, 산림수변, 암석자원 경관관리계획 수립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고의 제안은 산림경관계획 작성 시 필요한 식견의 일

부에 지나지 않는다. 관련된 연구와 실제 산림경관계획 수

립이 활성화 되어 보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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