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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최근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해안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 질 향상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

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Noh, 2008;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2009). 해안경관은 경관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 대상이

지만, 실질적으로 거주민과 지자체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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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ns to utilize the resources of the coast guard are underway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area and the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 in recent years. As most of the plans have been focused on some specific factors such as geographical or 
regional conditions, and therefore systematic approaches are needed in corporation with other related projects. This study 
suggested the measures on activating the coastal tourism resources for Woodoo~Woocheon village in Goheung-gun by using 
the coastal landscape elements. The current status of natural environment and tourism resources for coastal regions were 
investigated in Woodoo~Woocheon village and plans for enhancing connectivity with local resident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scenic values of coastal region, landscape were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stainable coastal tourism 
resources in the future. Several solutions were suggested to enhance tour values; coastal deck road to enhance connectivity 
between resources and accessibility of foreign tourists, social communication among local residents and authorities, 
continuous development of cultural and historic resources in local area. In addition, information signs and new stair ways 
would be needed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tourists. In the future, if the plan for this study was to generate profitability 
with persistence, it suggested that there was a way to move forward in conjunction with the profit rate local projects distributed 
arou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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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에 대한 의견이 우선되고 

있는 실정이다(Korea maritime institute, 2003). 우리나

라 해안지역은 어촌, 항구, 자연경관 및 도서지역 등 다양

한 해안경관자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행자의 조망위

치 및 거리에 따라 불규칙적인 해안경관을 관망할 수 있

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Youn, 2007; Noh, 2008). 특히 

남해안 해안경관의 구성요소는  반도지형 및 다수의 도

서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대표적 다도해의 경관을 연출하

고 있으며 해안경사 및 습지경관이 발달하여 남해안만의 

특징적인 경관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2009). 
최근 지리산 둘레길, 제주도 올레길 등 다양한 형태의 도

보여행이 확산되어  2010년 국토교통부는 52개소의 해

안누리길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해안경관자

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Chae, 
2012). 대표적인 도보여행 국가인 노르웨이는 피오르드 

지역의 수려한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18개의 주요 경관도

로를 국립관광도(총: 1,800 km)로 지정하여, 주변 전망

대 ․미술관 ․공원 ․쉼터 ․호텔 등을 연계 및 조성하였으

며 개발 시에는 자연 훼손을 지양하고 자연의 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는 단순히 경관을 조망하

는 것이 아니라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주

요 조망지점 주변을 중심으로 탐방구간을 둘러볼 수 있

는 연결성이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였다.
국내에서는 전라북도 군산시 선유도의 ‘구불길’, 통영

시 만지도 탐방로 및 남해군 물미해안도로 등 탐방객이 

직접 도보로 해안경관을 조망하면서 주변 관광자원에 접

근이 용이하도록 조성하였다. 그러나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도보 관련 길 조성사업은 관광 인프라 부분으로 다

뤄지며, 관광 및 문화자원 활용의 제한점을 논의하고 더

불어 남해지역의 경관 ․환경 ․문화 자원 등을 적극 활용

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Youn, 2007; Noh, 2008; Chae, 
2012). 또한 관광자원의 종류 중 해양관련 요소를 분류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계

점에 그친 해양관광의 수준을 언급하였다(Youn, 2007; 
Noh, 2008; Chae, 2012). 특히 해안지역에 분포한 해안

마을의 경우 해안경관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경관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

는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시적이거나 단발적

인 사례에 그치는 경우를 언급하였다(Youn, 2007;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2009). 해안지역

에서 경관자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해안지역의 

내 지역주민들의 참여 및 노력, 해양경관에 대한 평가와 

분석, 실효성 있는 다양한 수단을 언급하였다(Youn, 
2007).

고흥군은 전라남도 동남부에 위치한 군으로 깨끗한 

청정바다와 해안경관, 맑고 아름다운 산림, 역사유적지

를 비롯한 잠재적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대상

지이며 관광객 수가 점차 증가하였으나, 2014년 기준으

로 관광객 수요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해안경관자원의 효

과적 활용과 보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의 해양경관자원이 다수 분포하

고 있는 고흥군의 해양경관자원 활용을 위한 시설계획자

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고흥군 및 주변의 경관

자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해안경관자원의 이용을 통

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앞으로의 해안경관을 활용한 

계획의 추진에 있어서의 계획적 지견을 얻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2.1. 공간적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우천

리에 위치한 우두마을과 우천마을의 해안지역 일원 및 

주변 해안경관자원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공

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구체적 범위로는 고흥군 영남

면 우천리 우두에서부터 우천마을 일원의 해안 약 2.0 
km 이며,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지와 인근 지역의 현황을 인문 ․자연환경, 지리

적 ․지형적 조건 및 경관자원 등을 범위에 포함하여 분석

하였다(Fig. 1).

2.2.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
일까지 4주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을 대상으로 인구 및 연령별 분포비율을 고려하여 총 

1,800부를 시군정책기획실에 배포하였으며, 그 중 유효

한 설문인 총 1,121부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설문내용의 설정은 ‘전라남도의 비교우위 자원’, ‘전
라남도 발전의 추진 자원’,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사업’, 
‘전라남도  미래발전을 위한 선결과제’, ‘전라남도관광

지의 문제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항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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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전라남도의 미래발전방향 및 지속

가능한 관광활성화에 대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대상지 

해안경관자원의 활용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설문지 

응답 피험자 속성은 남성이 59.1%와 여성 40.9%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동부가 40.7%로 가장 많이 분포

하였고, 서남권 28.6%, 광주근교권 20.0%, 중남부권 

10.7%로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39세(30.8%)와 

40~49세(30.8%)가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직업은 공무

원(36.7%)이 가장 많았다. 거주기간은 20년 이상

(47.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 분석 결과 및 계획 제안

3.1. 공간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지는 우두마을과 우천마을을 연결하는 

해안지역으로 우두마을과 인접한 곳에는 고흥반도와 여

수시의 적금도를 연결하기 위한 팔영대교가 위치해 있으

며, 소형선박의 접안을 위한 부두인 물양장이 있다(Fig. 
2). 고흥군 고흥반도 이외의 크고 작은 도서지역을 형성

하고 있어, 청정한 해역과 수려한 해상경관 및 주변 산림

자원은 향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

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연구대상지는 연중 온화한 날씨

와 편리한 교통, 수려한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등이 조성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의 수요가 감소한 실정

이지만 고흥군 및 인근 지역의 잠재되어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유입을 도모하고 지역 경

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대상지는 별도관리지

역으로 국토환경성평가 1~2등급으로 자연이 잘 보존되

어 있으며 앞으로도 훼손되지 않고 건강한 자연을 보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광자원으로는 230여개의 도

서, 해안, 절벽 등 다수의 경관자원을 관광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변 관광자원으로 외나

Division Distribution status

Gender Man (59.1%), Woman (40.9%)

Regional distribution Gwangju area (20.0 %), Eastern area (40.7%), Southwestern area (28.6%),  Southern area (10.7%)

Age distribution under 20 (0.2%), 20~29 (12.1%), 30~39 (30.8%), 40~49 (30.8%), 50~59 (29.2%), 60 (5.6%), 
over 70 (1.3%)

Job distribution Agriculture (13.3%), Marine (1.2%), Self-employment (8.8%), Public officer (36.7%),
Worker (14.2%), house lady (11.3%), Student (2.3%), etc (12.1%)

Duration of residence 
distribution

under 3years (10.3%), 3~5years (10.9%), 6~10years (11.9%), 11~20years (18.9%), 
over 20years (47.9%)

Table 1. Respondent attributes

Fig. 1. Sit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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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지구는 빼어난 해양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2011
년 지정된 팔영산지구는 산세가 험하고 기암괴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고흥군에서는 절경 10곳을 ‘고흥 10경’
으로 지정하였으며, 연구대상지 주변 서측에 팔영산 고

흥 1경, 남측 영남면 우천리 용암마을과 남열리 내 각각 

고흥 6경(영남 용바위)과 고흥 9경(남열리 일출)이 위치

해 있다. 고흥군 산림은 대부분 곰솔 및 일부 기타 활엽수

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 4영급(31~40년 이상이 

50% 이상)으로 수려한 산림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인근 

6 km에 위치한 팔영산의 경우, 포유류, 조류 및 어류 등 

① Phalyeng-takyo ② Difficult access road to the 
coast

 ③ Woodoo beach ④ Concrete-packed town road

⑤ Valley ⑥ Cliffs

⑦ Artificially created mountain 
trails in forests ⑧ Sandy beach

⑨ The section that is 
disconnected due to the 
paleogene flowing into the 
south sea

⑩ Cliffs from to Woocheon 
town

Fig. 2. Planned sites created by site survey (201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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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동물상이 확인되었으며 환경부에서 지정한 주요 

종은 발견되지 않았다. 더불어 국가, 남해안, 전라남도, 
고흥군의 발전 및 관광과 관련된 다수의 계획을 볼 수 있

었으며 이러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관광산업이 활

성화가 이루어질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

의 해안경관자원 및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

능하면서도 상호 연계되는 해양경관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2. 해안경관형성의 방향성

전라남도 지역개방정책과 미래발전에 대해 전라남도

의 비교우위 자원, 전라남도발전의 추진동력, 지역발전

을 위한 필요사업, 미래발전을 위한 선결과제, 전라남도 

관광지의 문제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설정하여 

실시한 설문결과, 전라남도가 보유한 비교우위 자원 중 

넓고 깨끗한 ‘해양도서자원(32.5%)’과 강 ․호수 ․계곡 ․
수림지 등 ‘자연자원(22.6%)이 가장 매력적인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남도의 향토음식(20.8%), 친환경 농경

지(16.7%) 순으로 전라남도의 매력적인 자원으로 인식

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또한 전라남도가 발전하기 위

해 필요한 자원의 개발에 대해 ‘생태 ․자연환경, 문화 ․

역사자원 및 관광기반시설 등 관광자원개발(52.8%)’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지역특산품 

및 특색 있는 먹거리 등 지역특성화자원의 개발(22.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관광·휴양지 개

발(34.9%)’, ‘도로망 확·포장(14.8%)’, ‘자연환경보전

(11.6%)’, ‘교육문화시설의 확충(11.4%)’ 순으로 분석

되었으며, 미래 전라남도의 발전방향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40.4%)’과 함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24.1%)’이 최우선적인 선결과제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는 우수한 관광장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지임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관광자원개발 부진(42.5%)’한 형태로 

보이며 전라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관광개발의 확대(25.4%)’와 함께 ‘미래 신성장산

업의 육성(19.0%)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Fig. 3).
이러한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남도의 해

양경관자원 활용에 있어서 필요 전제를 유추하면 첫째, 
전라남도는 매력적인 관광, 여가, 휴양도시 및 살기 좋은 

복지 및 생태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미래발전 방향을 

Comparative advantage resources Resources held for development A necessary project for regional development

Priorities for future development Problems of Jeonnam tourism area A regional economic stimulus policy

Fig. 3. 『The   third comprehensive plan of Jeollanam-do』 residents' consciousness surve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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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둘째,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생태환경 

보전 등을 통한 정주환경개선(교육 ․주거 ․복지 등)을 통

하여 전라남도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한반도 서남권의 

성장 거점구축. 셋째, 성장 동력원으로는 해양자원환경

과 친환경농경지 및 향토음식을 활용한 관광 ․레저산업

과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 넷째, 전원경관 등을 활용한 

생태‧휴양관광지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 필요. 다섯째, 
생산‧가공‧판매 등이 연계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을 통해 

전라남도의 농업 경쟁력을 향상을 추론할 수 있다.

3.3. 우두~우천마을 경관형성 계획(안)

우선적으로 기본구상 및 계획에 있어서는 지속가능한 

해안경관자원의 이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

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해안경관자원을 이용

하여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

였다. 더불어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통해 공간의 공공성, 
개방성과 지역 고유의 특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구

상하였으며, 경관이 우수하며, 자연경관이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변화할 수 있도록 보존공간과 개발공간을 설정

하였다. 이를 통해 지형적 ․자연적 특색을 보존하고 잠재

력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안마을의 고유의 해

안경관 특성 중 지형적 형태를 살려 자연적인 경관미를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안경관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해안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와 연계되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증진 효과와 

더불어 해안경관자원을 기반으로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넓고 푸

른 바다,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스스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노력을 위해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성 예정인 인접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

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가로경관의 특징을 활용하

여 우두마을과 우천마을 주민의 왕래를 도모하여, 지역

주민의 교류와 자발적인 참여를 증진하고자 하였다(Fig. 
4).

해안경관형성을 위한 구간별 계획에 있어서 우두마을

에서 우천마을 사이에는 해안을 따라 시멘트 포장도로와 

산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 공간은 절벽으로 단절되

어 공간의 연결성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해 해안 데크로드를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고 단

절된 구간을 연결하며, 주변 해안경관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객은 해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기암절벽, 바
다와 아름다운 섬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

다. 이는 최근 국내 유행하고 있는 걷고 싶은 길과 같이 

공간의 연결성과 이야기가 있는 공간의 일치성을 높여 

기억될 수 있는 공간으로 회자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해안 데크로드에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기 위

하여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으며, 지역이 활성화 될 

Fig. 4. Basic concept map and space concept map of pla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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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해안 데

크로드를 조성하여 우두마을과 우천마을 지역 주민들 간

의 왕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주민간의 소통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연경관 유형 내 건축물이 주변 자연과의 조화로

운 외관 형태를 연출을 목표로 설계하였다(Fig. 5).
경관조망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상지 구간 

중 해안경관의 특성인 지속적인 침식과 풍화과정을 거쳐 

형성된 기암절벽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적 특성을 기반으

로 하여 해안절벽 및 적금도 등 주변 해안경관을 조망하

기 적합한 지점에 전망데크를 활용한 전망공간의 조성을 

계획하였다.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목재를 사

용하였으며,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을 우선하여 설계하였

다.
그리고 대상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우두해수욕장과 

소규모의 모래해변이 관광객들로 하여금 해변의 모래와 

바다의 수려한 경관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관광자원 

및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나 관광객의 이

용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관광객의 이용 

및 이동에 편리함을 주어 다양한 해안 경관을 체험 할 수 

있도록 공간의 연결성을 확대하고 모래해변과 바다의 경

관을 이용하여, 데크로드와 해변을 연결할 수 있도록 연

결계단을 조성을 계획하였다. 또한, 연결계단은 데크로

드와 연계된 구조물이며, 데크로드의 주 재료인 목재를 

Fig. 5. Design details of coastal deck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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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구조물의 통일성과 주변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

릴 수 있도록 동일한 재료를 활용하였다.
주민의 이동편의에 있어서 대상지의 마지막 지점인 

영남면 우천리의 전등산에서 발원하여 서측으로 흘러 남

해로 유입되는 팔영산천으로 인해 우두마을과 우천마을 

사이 약 100 m구간이 단절되어 있어 왕래가 불편한 주

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우두마을과 우천마을 사이 약 60 
m 구간의 목교 조성을 계획하였다. 목교의 연결을 통해 

마을 사람들 간에 왕래가 자유로워져 지역 주민간의 원

활한 소통을 기대할 수 있다. 목교의 형태는 자연스러운 

아치형이며(Fig. 9), 주재료는 연결되는 데크로드 및 주

변과의 조화를 위해 목재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해안경관자원 및 주

변 관광자원 정보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여 외부관광객

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더불어 안내

판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목재를 사용하였

으며, 전체적인 안내판의 외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Fig. 
11). 안내판 위치의 경우, 종합안내판은 해안 데크로드 

안내 정보가 필요한 데크로드의 시·종점부에 각 1개소, 
총 2개소를 설치하고, 방향안내판 역시 데크로드를 통해 

이동 가능한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종합안내판과 같이 

데크로드의 시·종점부에 각 1개소, 총 2개소를 설치하도

록 제시하였다.

Norwegian trolstygen Gunsan Sunyudo Gwanggyo lake park

Fig. 6. Case of coastal decking.

Norway gudbrandsjuvet Norwegian trollstigplantaet

Fig. 7. Case of observation deck.

Milyang Guman-mountain Chumunjin haeparang-load Ulsan Eungbongsan-mountain

Fig. 8. Case of coastal de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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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etailed design of coastal wooden bridge.

Norway havøysund lillefjord  Birthplace of Heo Gyun and its environs

Fig. 10. Case of wooden bridge.

Information guide plate Direction guide plate

Floor plan Front view Side view Side view & Front view 

Fig. 11. Detailed design of information and direction guid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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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해안지역에 위치한 우두~우천마을은 해안경관의 주

변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경관자원, 문화자원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며, 다양한 형태의 시설물 설치

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 지
역적, 여건상 지속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단
발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상지 및 인근 지역의 지속가능한 해안경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우

두~우천마을 일원의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연결성의 

가치창출을 통해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더

불어 지역 주민 간의 문화교류를 지속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려 한다.
지속가능한 해안경관자원을 고려한 해양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제안하기 위해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우두~우

천마을 일원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대상으로 연

구 대상지와 인근 지역의 현황을 인문·자연환경, 지리적·
지형적 조건 및 경관자원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관형성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 수정계

획』에서  전라남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

탕으로, 전라남도의 경관형성의 방향은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동력원 확보

차원에서 비교우위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저

산업을 활성화할 것을 계획하였다. 
연구대상지 내 해안경관 형성을 위한 시설물 계획(안)

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데크로드 조성을 통해 우두

마을~우천마을의 연결성을 높여 주변 해양경관자원을 

연계한다. 두 번째 대상지의 일정 구간 중 주변 해안경관

을 조망하기 적합한 시점에 전망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

객의 이용을 높이고자 한다. 세 번째 대상지 내부의 우두 

해수욕장과 소규모의 모래해변에 데크로드와 해변을 연

결할 수 있는 계단을 조성하여 공간의 연결성을 확대한

다.  네 번째 팔영산천으로 인해 단절된 우두마을과 우천

마을 사이 목교를 설치하여 마을을 연결한다. 다섯째 안

내판을 설치하여 외부 관광객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

도록 설계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해안 경관의 가로경

관의 이점을 살린 데크로드를 형성하여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적용하여 해양경관의 공간적 특성을 

지속적인 이용과 효율적으로 연동하고자 계획을 수립하

였다. 단순한 공간에서 경관적 특성을 갖는 공간으로의 

재구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간특성을 

해석하고 이용자의 접근성, 시인성,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성방안의 제안을 통해 해안경관구성요소를 활용

한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계획사례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지속가

능한 해안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자 한다. 첫 번째 자연을 기반으로 문화와 연계되는 공간

을 조성하려 하며, 두 번째 생태보존, 경관개선 및 체험의 

공간을 활용 및 제공하려 한다. 세 번째, 대상지 내 관광

자원 이용의 개발구역을 설정하여 자연훼손을 지양하고 

드넓은 바다, 아름다운 해안 등 자연의 모습을 보존하도록 

Comprehensive notice board Directional notice board

Fig. 12. Case of notic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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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네 번째, 조성 예정인 인접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

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우두마을

과 우천마을의 주민의 왕래를 도모하여 주민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려한다.
본 연구는 전남 고흥의 해안경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안경관계획사례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으나 해안경관자원의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기보

다 계획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사례 및 유형의 해안경관자원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여 추후 적용될 해안경관계획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연구를 수

행 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시사하며 연

구의 결과를 향후 해안경관계획의 계획적 지견으로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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