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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연구는 최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농촌의 경관관리의 실태

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그동안 농

촌의 경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논의하 을 뿐, 본격적인 연구는 드물

었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시의성과 유용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농촌의 경관관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는 별도로 관련 정책 추진 과

정에서 어려움이나 제도적인 걸림돌 및 제약요인 등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되지 못하 다. 이를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시‧군의 경관관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다양한 사례조사와 제도 

연구를 병행하 다. 

  경관관리란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현안이 되

는 제도를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정책 연구 분야에 속하므로 이 

연구에 뒤이은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연구의 수행 과정에 도움을 주

신 각 시․군 공무원들과 주민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하며, 이 연구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자 등 많은 이

들에게 널리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200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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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농촌의 경관관리에 문제가 되는 개발행위나 관련 제도 

현안 등을 실태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

책을 제시하며, 나아가 농촌 경관관리제도가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한국농

촌경제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공동연구 형식으로 

진행하는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 방안” 연구의 한 부분이며, 

“관리 실태와 정책 방안”을 다룬다. 경관가치 평가 부분은 KEI에서 

진행한다. 이 연구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론 및 관련 연구 검토를 통해 농촌 경관의 특질을 살펴보고, 

경관관리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관점이 무엇인지 찾아낸다. 

  ◦ 현행 농촌 경관관리 관련 법률 내용을 검토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농촌의 경관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법제도, 조례, 경관시책 및 

사업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 다.  

  ◦ 단순히 현행 제도의 보완에 그치지 않고, 바람직한 농촌 경관 창

출과 보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지향할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안

한다. 

  ◦ 마지막으로 전국 시․군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곁들임으로써 일선 지자체에서 느끼는 경관관리의 

문제점이나 현안이 무엇일지 살펴본다.



iv

  (1) 어메니티 자원으로서 농촌 경관에 대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

  농촌 경관은 농업생산․생활․자연 등의 요소들이 섞여 있다. 또한 

농촌 경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활동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성(externalities)을 갖는 공공재

의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최근에는 농촌 경관이 어메니티 자원으로서 

갖는 가치가 주목받으며, 이를 지역 활성화와 연계하려는 경향이 커지

고 있다. 그러나 농촌 경관이 외부 수요를 겨냥한 판촉의 대상이 되면

서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농업생산기능이나 주민의 생활기능과 이해

가 엇갈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관련 이해당사자의 구성도 예전에 비

해 더욱 복잡해져 그만큼 농촌 경관관리가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농촌의 경관 보전 및 어메니티 개발․이

용을 목적으로 한 정책 수단들로서 전통적인 규제 위주의 제도뿐 아

니라 이해당사자와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

색되고 있다.

  (2) 농촌 경관관리 법률 현황과 문제점

  지역지구제(zoning) 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법

제도는 농촌 경관관리에 제약점이 된다. 우리나라의 농촌 경관계획과 

관련되는 법률로는 ｢국토계획법｣에 입각해서 수립되는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부문계획,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시‧

군 기본계획, ｢경관기본법(안)｣에 의한 경관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이

들은 대체로 계획 내용을 실현할 만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해 선

언적인 계획에 그치는 편이며, 내용 면에서도 농촌의 경관관리에 적합

한 내용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관관리를 위한 지구의 경우 대개 개별법들에 의해 관리되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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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의 경관지구를 제외하면 농촌의 경관관리에 적합한 지구는 없

는 상황이다. 그리고 경관지구 역시 농촌 경관관리에 폭넓게 활용하기

에는 제약점이 있다. 법률상에 농촌에 적합한 용도로 세분되어 있지 

않으며, 조례에 의해 융통성 있게 운용하기에도 제한이 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지정되므로, 조례나 타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각종 지구의 경우는 경관지구로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상과 같은 법률적 미비점들이 현행 농촌 경관관리 제도가 안고 있

는 문제이다. 이러한 제약점들 때문에 상당 부분 농촌 경관관리는 조

례라든가 각종 경관관리 시책을 포함한 단위 사업 집행 등의 방식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3) 농촌의 경관관리 실태와 문제점

  농촌 경관관리 법률 내용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법의 실제 집행에

도 반 되어 나타나고 있다. 농촌 경관에 적합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한 계획이 수립된다든지, 도시적인 경관관리 수법의 계획이 수립되

는 등의 문제가 각급 경관계획에서 나타난다. 또한 경관계획의 실천성

이 부족한 문제도 확인되었다. ｢국토계획법｣의 경관지구 역시 그다지 

활발히 운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상당수  지역에서 경관지구가 별도의 

규제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요약하자면 현행 법률로는 구속력 있게 농촌 경관을 관리할 만한 수

단이 마땅히 없다고 하겠다. 대개의 보전지구는 개별법에서 지정되어 

관리되며, 국토계획법의 경관지구 활용도는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다. 이런 상황에서 대개의 농촌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것이다.

지자체의 조례를 통한 경관관리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경관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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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등에 입각해서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드물지만 일부 시‧군

은 자체적인 조례로 나름대로 개발행위에 대한 경관심의를 하기도 한

다. 조례를 직불제 등의 여러 지원사업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제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보다 조

례의 실천력 부족을 꼽을 수 있겠다. 법적 구속력이 약해서 선언적인 

수준의 경관관리에 그치는 것이 상당수 지자체의 현실이다.

각종 정책사업과 경관시책을 추진하여 이를 통해 경관 정비를 노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직불제도, 각종 마을개발사업, 경관주택 지원 등 다

양한 사업들이 관련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나치게 관광개발 위주의 

사업 아이템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사업이 주로 공공의 주

도로 이루어져서 주민참여가 저조하며, 무엇보다 각종 사업이 벌어진 

사업 대상지 주변의 무임승차식 개발행위를 억제해가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농촌 경관관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바람직한 농촌 경관관리 정책 모색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

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근본적으로 경관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지방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 단위의 경관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

는,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그것이 나름

의 지역브랜드전략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 

이미지가 되는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활동들이 연계와 통합

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는, 규제 위주의 경관관리 방식을 다

변화하여 보다 다양한 경관관리 수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큰 방향 하에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 다. 첫째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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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경관조례 도입을 확대하여 경관관리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수

단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례에 입각해서 해당 장소의 여

건에 맞는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주민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주

민협의체를 조직하여 경관관리에 대한 주요 사안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모전이나 경진대회 형식을 빌어서 주민들이 경관

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로, 경관협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일

들로는, 무엇보다 프로그램 마련과 자금 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직불금의 수준을 적정하게 결정해야 

하며,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와 DB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

관협약제도는 다른 관리수단들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로,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농촌 경관에 대해 국민

들이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는 역할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이벤트 추

진 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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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ural Landscape Management and Policy 
Directions

   Recently, the interest in rural amenities has been growing in Korea. 

They ar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local assets. The 

term "rural amenities" covers a wide range of countryside resources, 

and rural scenic landscape may be an essential part of it. So many 

local governments are trying to use their landscape resources in 

attracting tourists from outside the area and promoting the local 

economy. But in reality there are many institutional obstacles in making 

these efforts, and it is not easy to reduce the impact of various devel-

opment projects, such as house constructions, road buildings, farming 

activities, and rural tourism developments, on the rural scenic beauty.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ke a look at the 

current situation of rural landscape management in Korea, and to find 

out the problems of related policies, such as local or regional landscape 

management planning systems, land use control, designation of 

preservation areas, public participation programs, etc. And it is also 

designed to suggest desirable policy directions for rural landscape 

management.

   Typical landscapes of countryside consist of various elements, which 

are in most cases classified into three main categories: agr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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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everyday-living environment of villagers, and natural 

surroundings. And they are often regarded as public goods with 

externality. 

   While the concern is recently rising on the promotion of rural area 

development by using amenity resources, such as rural landscape 

features of certain locale, traditional functions of the countryside, such 

as agricultural production, often conflict with the consumption of scenic 

beauty, amenities, and cultural heritages. Therefore, landscape manage-

ment policies are facing more tough questions than ever before. Many 

advanced countries in the West have deployed various policy programs, 

not limited to the restrictive means of policy, to address the complex 

situations of conserving, improving, and creating rural landscape 

simultaneously. 

   But until now rural landscape policies in Korea haven't had the 

chance to develop various kinds of programs aimed at promoting 

activities of cultivating rural landscapes and amenities by rural residents 

and stakeholders themselves. There may be a few local landscape 

management plans made by municipal governments or other local 

authorities, but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many of them exist only on 

paper and their feasibility is very low. Local ordinances for the rural 

landscape management haven't been widely adopted until now. And in 

many cases, most of them haven't had any actual effect on local 

landscape management practices, while the sponsorship from various 

actors in the area is not available. Direct Payment Scheme to 

Landscaped Cropping (DPSLC)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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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e and Forestry (MAF) from 2005 has had a limited effect on 

the rural landscape management due to seasonality of the plants, 

uniformity in cropping support, limited linkages to other activities, and 

so on.

   Therefore,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oposed in this study to 

address these kinds of problems:

  1) Local committment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actors in 

managing the rural landscape and to strengthen local governance;

  2) Promoting the brand image of the area based on the landscape 

resources;

  3) Adopting cross-compliance measures aimed at managing the rural 

landscape by residents themselves; and

  4) Surveying rural landscape resources nationwide and constructing 

the databases.

Researcher: Seong, Joo-in

E-mail address: jiseo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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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경관관리 문제가 중요한 정책 현안이 되

고 있다. 농촌의 경관 문제에 대해 관심이 촉발된 일차적인 계기는 1990

년대 중반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준농림지역 난개발로 인해 농촌다운 

모습이 훼손된다는 반성이 높아진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

으로 고층아파트나 개별 입지 공장들이 농지를 잠식하며 무계획적으로 

들어서면서 농촌의 경관 훼손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된 바 있다.

  물론 2003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법’)이 시행되면서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문제는 일단 수그러들

었으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 농촌의 경관에 부정적인 

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들어 고조되고 있는 농촌관광의 열기 또한 농

촌 경관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경관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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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자원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고장 판촉 중심의 농촌정책 동향과 함

께 경관 관리 문제가 본격적인 정책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농촌의 경관을 직접 대상으로 삼는 정책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는 

데서 이러한 조류를 확인할 수 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가 2005년부

터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

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

별법’)에서도 경관 보전의 필요성과 경관보전협약에 대해 언급하고 있

다. 지자체 수준에서도 경관관리와 지역 활성화를 연계하려는 목적에

서 경관형성조례 제정(강원도 시‧군), 경관작물직불제 실시(예: 평창 

메 밭), 경관농업지구 지정(고창군)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일련의 경관 관련 정책 시도들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담

아낼 수 있는 농촌 경관관리의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결

실을 얻지 못할 우려 또한 없지 않다. 

  경관 자원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새롭게 ｢경관기

본법(안)｣을 도입할 예정이기도 하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

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적에서 이 법의 

도입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이다. 그와 관련해서 특별히 농촌 부

문에서는 어떠한 보완책이 요구되는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농촌 경관관리 정책은 법률이나 제도에만 기

대어 대안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법제

도라든지 정책의 공백을 메우는 데는 농촌경관시책의 한 주체인 주민

들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법제

도를 지니고 있으나, 오랜 기간의 주민운동과 참여의 경험이 마을 만

들기를 비롯한 지방 자율적 경관 가꾸기의 바탕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우리와 분명히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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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의 관리는 단지 눈으로 보기에 매력 있는 장소를 만드는 문제만

은 아니다. 그것은 경관의 보전, 형성 등을 놓고 농촌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작업이다. 따라

서 경관 자체의 상품화라는 새롭게 떠오른 농촌의 기능과 더불어 전통

적으로 농촌이 지니고 있던 생산공간, 주민의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까

지 감안하여 어떠한 정책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행 경관관리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잣대가 될 나름의 관점을 다음과 같

이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농촌 경관관리에서 주민의 역할

이 어떠해야 할지 탐구하는 것이다. 경관 자원에 대한 각종 관리시책

을 추진할 경우, 그 주도적 역할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맡게 되며, 

주민과 방문객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묶는 틀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리고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생업에 관한 수요들을 경관보전과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지 등의 문제가 이와 관련된다. 

  둘째로, 지방의 입장에서 보자면 농촌 경관관리란 그 고장이 지니고 

있는 장소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

의 경관관리 목표와 내용은 무엇인지, 경관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위

해서 지자체 수준에서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의 역할 분담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농촌의 경관관리의 목표로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주민들이 살기 좋으며 외부의 방문객들이 찾고 싶고 

거주하고 싶은 곳으로 고장을 가꿈으로써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나아

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목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자면 경관관리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

떠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인지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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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의 경관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그

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탐구할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 및 기존 논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농촌 경관의 특질을 살

펴보고, 그 관리를 위해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둘째로, 농촌 경관관리와 관련되는 현행 법률을 검토함으로써 그 문

제가 무엇인지 법제도적 차원에서 밝힌다.

  셋째로, 법률의 실제 운용이나 지자체의 정책 집행 측면에서, 그리

고 경관관리 시책 추진 등에서 농촌 경관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 

그 실태를 파악한다.

  넷째로, 단순히 현행 제도의 보완에 그치지 않고 바람직한 농촌 경

관의 창출과 보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지향할 방향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한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부가적으로 실시한 전국 시․

군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일선 지

자체에서 느끼는 경관관리의 문제점이나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5

2. 선행 연구 검토

2.1. 관련 선행 연구

  지금까지 농촌 경관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 사례는 도시 경관 분야

에 비할 때 그다지 많지 않다.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선행 연구들을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로, 농촌 경관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유진채 외 2002; 이상  외 2002; 임형백․이성

우 2004; 안윤수 외 2005). 이들은 농촌 경관이 갖는 금전화하기 힘든 

가치를 지불의사액을 기초로 한 가상가치평가법 등을 활용해서 측정

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1

  둘째로, 농촌 경관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는데, 윤진옥 외(1995)에서는 경기도 농촌을 대상으로 농촌 경관에 

대한 선호도에서 도시민과 농촌 주민 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 고, 서주환․최현상(1998)에서는 토지이용 양상에 따라 분류

한 경관 유형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고 그것을 마을의 입지 유형별

로도 구분하여 조사하 다. 그리고 이상  외(2002)의 연구는 농촌 경

관을 자연적 요소와 생활적 요소, 역사적 요소 등 세 가지 상위 범주

로 분류한 후 그 하위 범주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풍경 사진들을 조사 

대상자들에게 제시하여 중요도를 평가하 다. 

  셋째로, 이 연구의 주제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관관리 실태 

및 제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바 있다. 건설교통부(2001)에서는 산림‧

계곡, 수변, 호수, 해안, 역사‧문화경관 등 몇 가지 유형의 경관우수지

역을 사례로 제도 현황 검토, 난개발 실태 조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1
 경관가치 평가 논의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보다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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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 다. 이성룡․이태실(2001)은 경기도의 강변지역을 사례로 관리 

실태와 제도 현황,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한편 농촌 경관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으나 해안 경관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와 제도에 대해 연

구한 사례(윤상호 외 2003)도 이 연구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넷째로, 경관보전직불제나 협약 등의 도입을 위한 세부 정책 방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최근 진행된 바 있다. 농촌의 경관협약제도 도

입에 관한 변병설․박창석(2003)의 연구, 협약 방식의 경관보전직접지

불제 도입을 위해 사례 마을을 대상으로 협약안을 적용하는 데 초점

을 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박동규 외 2004), 농림부의 경관보

전직불제 시범사업 시행 방안에 직접적인 초점을 둔 엄대호 외(2004)

의 연구 등이 그것이다. 

  다섯째로, 농촌 경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

관법(안)｣ 도입을 놓고 외국의 관련 제도들을 소개하는 논의들도 이 연

구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로 일본의 사례를 놓고 이루어진 연구

들로서, 경관조례의 운  사례에 대한 연구(심상욱 2002; 오민근 2004)와 

｢경관기본법(안)｣ 제정 동향과 의미를 소개한 연구(오민근 2005a; 2005b) 

등이 그것이다.

2.2. 이 연구와 선행 연구의 차별성

  하천변이나 해안 등 경관우수지역의 관리를 놓고 진행된 건설교통

부(2001), 이성룡․이태실(2001), 윤상호 외(2003) 등의 연구는 광범위

한 실태 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특정 경관 유형에 한정되어 분석

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그에 비해 이 연구는 어떠한 유형에 한

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농촌 경관에 초점을 두고 관리 실태와 제도 현

황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보전지구로 관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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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반드시 관광자원과 연계되지도 않는 농촌 경관 일반의 관리 

문제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두어 현행 제도의 문제들을 분석코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 경관관리 제도의 위상을 살펴보고 현행 법체

계의 문제 등을 짚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일선에서 경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

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촌의 경관관리 현안에 대해 조사하여 그 

정책적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장소적 고유성을 갖는 경관의 특성상 

농촌 경관관리란 궁극적으로 지방 주도 하에 진행되어야 하는바, 일선 

공무원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경관관리 제도의 

대안 모색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 바 없었다.

  경관관리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많은 경우 문제의 근본 원인

을 면 히 분석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요구되는 정책 대안을 내놓으

려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에서 어떠한 

부분이 농촌 경관관리에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래서 경관계획이라든가 조례, 보전지구 지정 등의 

여러 사안들이 그 근원을 살펴보면 동일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는 점

을 밝히고자 한다. 제도 개선 방안도 그 연장선상에서 찾는 편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3.1. 연구 범위

  첫째로, 이 연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한국농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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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KREI)의 공동 연구 형식으로 진행되는 과제로서 크게 구분하

여 ① 농촌의 경관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과, ② 경관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두 주제로 

구성된다. 그 중 이 연구는 두 번째 주제인 경관관리 실태 파악 및 정

책 방안 모색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주제는 KEI에서 다루게 된다.2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 방안’이라는 표제 하에 

‘농촌 경관관리 실태와 정책 방안’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루어진다.3

  둘째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경관관리는 경관의 보전(conserva-

tion), 개선(improvement), 창출(cre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

서 경관의 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으로 경관을 형성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가 요구되는지

도 모색할 것이다. 

  셋째로, 이 연구는 농촌의 경관관리 실태에 대한 연구인 만큼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관리정책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

으로 한다. 따라서 주로 다루게 될 사례들은 도농복합시 및 군 지자체

의 경관관리 현황, 실태에 대한 것이다.

  넷째로, 농촌의 경관 역시도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

져 있다. 정책 대상으로서의 농촌 경관이 무엇인지도 간단치 않은 문

제이다. 지나치게 다양한 대상을 연구 범위로 삼을 경우 논의의 초점

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책 대상으로서의 농

촌 경관 범위를 가능한 한 좁혀서 논의하고자 한다(구체적으로 그 범

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이후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2
 다만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문제의식 도출의 차원에서 경관가치 평가 관련 

논의에 대해 본문 중에서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3
 보고서는 두 기관이 별도의 부제(sub-title)를 가지고 각각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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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로, 어떠한 경관 요소가 아름답고, 반대로 어떠한 경관 요소

가 농촌 경관을 해치는가 라는 식으로 심미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이 연구는 바람직한 농촌 경관관리를 

위한 수단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바람직한 농촌 경

관이 어떠한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2.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진행한다. 

  제2장에서는 농촌 경관의 개념과 특질을 살펴본 후 농촌 경관관리

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한다. 그

리고 연구에서 초점으로 삼는 농촌 경관이 어떠한 것인지 그 범위를 

밝힐 것이다.

  제3장에서는 농촌의 경관관리와 관련되는 법률 자체에 대해 분석하

고자 한다. 법제도 자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하며, 여러 

법률을 살펴보겠지만, 그 중에서도 토지이용체계의 근간이 되는 국토

계획법, 그리고 농업‧농촌 부문 경관관리와 관련되는 삶의 질 향상 특

별법이 주 대상이 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농촌 경관관리 실태를 실제 법률의 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 조례를 통한 지방 자율적 경관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 경관 관

련 시책과 사업 추진에서 나타나는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

이다. 이때 전국 시․군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문제 파악과 현상 진단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공무원 조사

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우편조사로 실시했으며, 지역의 입지적 특

성, 담당 업무 분야 등에 따른 경관에 대한 인식 및 주요 현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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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설문조사 개요를 간단히 밝히자면, 조사 대상은 전국 140개 도‧농복

합시 및 군 지자체의 도시계획(또는 경관관리) 및 농정(또는 농촌개

발) 업무 담당 공무원 280명이며, 2005년 10월(약 한달 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회수된 조사표 개수는 139부 는데, 이 중 유효설문 136

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 다. 주요 문항은 지자체의 경관관리 현안, 

각종 경관 관련 시책, 경관계획, 경관보전지구, 각종 농촌개발사업 관

련 문항 등으로 구성하 다.

  제5장에서는 농촌 경관관리 정책의 방향과 함께 필요한 정책 과제

들을 몇 가지 제시하 다.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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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농촌 경관의 개념과 관리 정책 필요성

1. 농촌 경관의 개념과 특질

1.1. 농촌 경관의 개념과 구성요소

  경관(景觀)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는 용어이다. 경관은 

어로 ‘landscape'인데, 이 단어는 16세기말 또는 17세기 초부터 풍경

(scenery), 특히 전원풍경(rural scenery)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 

후 그 의미는 계속 변모하여 전원풍경, 풍경화, 내륙풍경, 자연풍경, 

지형, 토지 등과 같은 다양한 것을 지칭해왔다. 

  이런 다양한 쓰임새에서 알 수 있듯 경관의 개념에 대해 통일된 규

정이 내려져 있지는 않다. 다만 간단히 ‘경치’를 뜻하거나 ‘특색 있는 

풍경 형태를 가진 일정한 지역’을 뜻하기도 하고, 보다 포괄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자연 및 인공 풍경 모두를 포함하며 토지, 동식물 생태

계, 인간의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

다(임승빈 1991). 또 그것은 구체적인 형태나 색채를 지닌 자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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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물이 인간의 감각을 통해 지각되는 것이며, 그러한 지각과 더불어 

좋다든가 좋지 않다든가 하는 가치의 판단까지 실리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판단은 보편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지역의 장소성이나 

그 지역 주민의 문화적 성격에 의한 것이다(한상욱 2003).

  농촌 경관은 농촌을 무대로 해서 펼쳐지는 경관의 한 가지 형태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연, 농업, 인공적 환경 등의 상호작용에서 발생

하는 가시적 산물로서(박동규 외 2004), 촌락의 입지와 형태(가옥의 

배열상), 가옥의 평면 형태, 건축 재료, 경지의 형태 등(이상문, 1991)

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각된다. 

  농촌 경관을 이루는 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능을 기준으로 

크게 생산경관 요소, 자연경관 요소, 생활경관 요소 등 세 범주로 구

분할 수 있다.4 서주환․최현상(1998)은 이러한 경관의 구성요소들을 

경관 유형, 지각 형태 등을 기준으로 좀 더 세분해서 나타내었는데, 

경관을 바라보는 시점의 원근을 기준으로 삼아 구성요소를 점․선․

면 등의 형태로 구분하 다<표 2-1>. 이러한 구분법에 의하면, 원경으

로 지각되는 경관은 산이라든가 경작지가 군집을 이룬 모습, 마을의 

주택군 등과 같이 면( 역)의 형태를 갖는다. 그리고 근경에서는 건축

물이라든지 각종 시설 등이 점적인 형태로 지각된다. 

4 농촌 경관을 자연생태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 문화적 요소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변병설 2001). 자연생태적 요소는 농지와 하천 경관, 산림녹지 경관을 포

함하며, 인공적 요소는 비닐하우스․축사․수리시설 같은 생산시설 경관과 

취락경관, 도로․교량 등의 교통시설, 여가시설, 건축물 경관 등을 포함한다. 

문화적 요소로는 주민의 삶의 모습이 이미지화되어 나타난 것들과 민간신앙 

및 풍수 등 사상적 요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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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농촌경관의 유형과 구성요소

경관유형 지각형태 경관 역 구성요소

대경관 역

자연환경공간 구릉, 산림

농업생산공간 논, 밭, 과수원 등의 경작지

주거공간 주택군, 공공시설군, 생활환경시설군

중경관 선 기반시설공간 하천, 수로, 도로, 하안

소경관 요소

문화역사경관 문화재, 정자목 등 역사적 요소

공공시설경관 마을회관, 공원, 교육시설, 행정시설

생산유통시설경관 공장, 창고

자료: 서주환․최현상(1998)

  그러나 이러한 형태적 특성에 의해서만 농촌 경관을 분류해서는 경

관관리 정책 마련을 위해 충분한 시사점을 얻기 힘들다. 형태적 요소

와 더불어 농촌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결부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은 도시와 구별되게 ‘농업’과 ‘전통’ 및 ‘공동체’ 등의 

특성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이상문(1991)은 농촌의 이러한 특성을 감

안하여 농촌 경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지표상에 만들어 놓은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서 농촌 경

관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오랜 기간 생활해온 공동체로서

의 전통성과 문화, 농업이라는 경제활동으로 인해 연출되는 경작지의 

물리적 모습, 주변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생태적 

특성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5 

5
 이상문(1991)은 농촌 경관에 대해 “인간공동체가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생기는 가시적 물질문화, 주민의 가치관, 사회제도, 관습, 농업기술 등의 문화

요소가 자연경관에 오랜 세월을 두고 작용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규정하

다. 또한 “그것이 자리잡고 있는 자연환경과 생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

시에 역사를 내포한다”고 언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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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농촌의 전통적인 사회경제적 특성도 변화되

고 있다. 농촌은 농업 종사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의 사람들이 거

주하고, 여가를 보내는 한편,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도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이 혼재하는 복합

적인 공간으로 농촌이 변모하면서 농촌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 역시 

예전에 비해 복합적이고 다양해졌다. 특히 마을 내부로 들어가 보면, 

현지 주민에 의해서든 외부의 도시민에 의해서든 각종 개발행위들이 

점적인 형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이미지만으로 농촌 경

관관리 문제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림 2-1.  농촌 마을 경관에서 도시적 요소 증가

*주: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좌)와 진우리(우)의 사례임.

1.2. 농촌 경관의 특질

  농촌 경관은 도시 경관과 비교해서 단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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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형성되는 논리나 방식 면에서 농촌 경관

만이 갖는 고유한 속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농촌 경관에 대해 

도시 경관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관리 시책이 요구되는 것도 그러한 

속성들 때문이라 하겠다.6

  첫째로, 주로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경관

에 비할 때 농촌 경관은 자연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농촌에서

는 사람들의 정주공간이나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경우에도 산, 하천, 숲 

등의 생태적인 요소 역시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게 마련이다. 특히 농촌

의 건축물들은 대개 규모가 작은 데다, 주택들이 군집을 이룬 마을이라 

하더라도 대개는 건축물 수도 많지 않다. 오히려 건축물 이외에 경관관

리의 대상이 되는 다른 요소들이 더욱 우세하다. 반면에 도시 경관의 

경우 건축물들이 경관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되므로, 건축물의 높이․

외관․배치 등에 대한 제어가 경관관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둘째로, 농촌은 주거, 생산, 여가 등의 기능들이 공간적으로 엄격히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한 용도의 혼합이라는 특징은 경관에도 반 되

어 나타난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여가와 휴식 기회를 제

공하는 빼어난 경관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민의 일상생활 및 

생업과 연관되는 경관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요소들도 불가피하게 섞

여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로, 농촌 경관은 신개발로 이루어지는 경관이 아니며 오랜 시간

에 걸쳐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것은 전통성, 고유성을 특징

으로 하게 되며, 특히 고유한 작물 재배나 주민의 전통적인 생활양식 

6 경관관리 문제는 이미 도시 정책에서는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자리잡고 있다. 

뉴어버니즘(new urbanism)이나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 정책의 대두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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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다른 활동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

서 농촌 경관은 외부성(externalities)을 갖는 공공재의 특성을 지닌다. 

즉 사람들이 선호하는 바람직한 경관이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용이

하게 창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넷째로, 대부분 농촌에서는 개발수요가 높지 않다. 그래서 도시의 

경우와 달리 순수하게 민간 주도의 개발행위나 사업을 통해 경관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다. 경관 정비를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다섯째로, 최근 들어서는 농촌 경관이 어메니티 자원으로서 갖는 가

치에 특별히 주목받고 있다. 농촌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메니티 자

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경관 자원은 그러한 어메니티 자

원 중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농촌 경관

이 갖는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 하려는 시도

들도 나타나고 있다.

2. 어메니티 자원으로서 농촌 경관관리 필요성

2.1. 농촌 경관의 경제적 가치 평가와 그 의의

가. 농촌 경관의 경제적 가치 평가 개요

  식량안보라든지, 전통문화 보전, 정서 함양, 지역사회 유지 등과 같

이 농업․농촌이 갖는 다원적 기능, 공익기능 등에 대한 논의들이 최

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 농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개입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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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어야 한다는 논거로서, 식량을 공급한다는 전통적인 농촌의 기능 

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농업․농촌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으며,7 

그것의 보전이 중요하다는 논의들이 등장한 것이다. 쾌적한 경관을 제

공하는 기능 역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한 부분으로 인식된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계량화하여 측정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한 가치평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시장에서 

재화로 거래되지 않는 이들 다원적 기능에 대해 지불의사액(WTP)를 

기초로 한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비

롯하여 대체법, 헤도닉법(Hedonic Theory),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TCM) 등의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함으

로써 정책적인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다. 몇 가지 

연구 사례에서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 결

과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특별히 농업․농촌의 경관가치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다

원적 가치를 평가한 연구로 안윤수 외(2005)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서 함양, 전통문화 보전, 지역사회 유지, 그리고 경관을 포함한 녹지

공간 제공 등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을 평가하 는데, 응답 가구

당 이러한 공익기능에 대해 월 46,843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전국 가구로 환산해보면, 농촌은 연간 총 8조3,386억 원

의 공익적 가치를 산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건불리지역의 농업․농촌으로 논의 초점을 한정하여 그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결과(유진채 외 2002)에서는 조건불리지

7 WTO 협상 과정에서도 이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농업․농촌의 기능에 

주목하여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NTC)'을 몇몇 국가들이 주

요한 협상 주제로 부각시킨 바 있다(오세익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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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지원을 위해 가구당 연간 91,437원(월 7,620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으로 환산하면 그 가치는 1조2,370억 원∼

1조3,802억 원으로 집계된다. 

  오세익 외(2001)에서는 농업이 갖는 식량안보, 농업경관 제공, 농촌

활력 제고 등의 다원적 기능 등을 구분하여 CVM 기법으로 평가하

다. 그 산정 결과를 보면, 농업의 전체적인 기능은 금전적으로 연간 3

조6,46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경관의 

기능이 지니는 가치는 1조1,214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여타의 다원적 기능을 제외하고 특별히 농촌의 경관가치에 초점을 

두어 진행된 연구로서 임형백․이성우(2004)를 들 수 있으며, 농촌사

회의 경관 기능이 제공하는 가치를 연 1조3,243억 원으로 평가하 다. 

또한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로 구분하여 농촌의 경관 기능 유지에 대

한 지불의사액을 집계한 결과, 도시 가구는 매월 6,883원, 농촌 가구는 

835원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농촌의 경관가치 추정과 관련한 연구들이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한․일 대학생층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농촌 이미지

에 대해 조사하고 농촌경관유지기금에 대한 지불 의향과 지불의사액

을 집계한 이상  외(2002)의 연구, 남해군 가천마을 주민들을 대상으

로 다랑논이 지닌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의견 및 기부금 납부 의사를 묻

고 경관 보전 기능 증대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을 산정한 신용광

(2002)의 연구 등이 있다.8

8 다만 이들 연구의 경우 조사 대상층이 한정되어 있거나 가치평가의 대상이 

특정 마을의 경관자원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농촌 경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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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관가치 평가의 의의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들은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복합적인 공익 

기능들 중에 경관이 제공하는 몫이 적지 않으며, 농촌 경관 보전의 당

위성이 높음을 알려준다. 식량 안보 같은 전통적인 공익 기능만이 아

니라 농촌의 경관을 향유하면서 도시민들이 얻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촌의 경관 보전을 위한 여러 가

지 시책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으나 오세익 외(2001) 및 임

형백․이성우(2004) 등의 연구에서 대략 연간 약 1조1천억 원1조3천억 

원 규모로 집계된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액은 향후 경관 보전을 위한 직

접지불 등의 지원 정책을 위해 그 예산액 규모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근

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경관가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 

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데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9

  이러한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연령, 학력, 소득, 직업 등 응답자의 

여러 가지 인적 특성에 따라 농촌의 경관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10 그에 따라 계층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모색하는 데도 적절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9
 나아가 이는 국제무역협상 등에서 국내 농업․농촌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근거 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다.
10
 일례로 안윤수 외(2005)에서는 응답자의 인적 특성에 따라 농촌의 사회문화

적 공익 기능에 대한 지불의사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있다. 분

석 결과에 의하면, 지불의사가 높게 나타난 경우는, 여가 형태로서 농촌 방문

을 선호하며, 대중매체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어린 

시절 농촌에서 성장했으며, 가계 소득이 높다는 특징 등을 보이는 응답자가 

많았다. 유진채 외(2002)의 연구에서도 소득, 교육 수준 등과 관련하여 유사

한 경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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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경관가치 평가 결과가 농촌 경관을 보전․유지할 가치가 충

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가치 평가 내용 자체

만으로 경관관리의 세부 정책 수단을 모색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즉 

농촌 경관에 대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부여하는 가치는 높게 나타난

다 할지라도, 특정 장소에 기반하여 경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가 많은 것이다. 

  농촌 경관에 대해 국민 일반이 지니고 있는 가치란, 반드시 농촌을 

방문해서 어떠한 경관자원을 만끽하고 관련 여가활동을 직접 즐기는 

데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농촌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나 미래 세대를 위해 잘 보전해야 한

다는 필요성까지 감안하여 평가한 결과일 수 있다. 반면에 농촌에 대

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곳에서 일상생활과 농활동을 

위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경관 자원에 대해 도시민과는 판이한 의

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결국 이는 농촌의 경관 자원에 대해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성격의 가치를 매기고 있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경관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환경 자원이 갖는 가

치를 크게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구분하기도 한다(이정전, 1996). 이 

중 사용가치(use value)는 ① 환경자원을 보전하여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직접사용가치와 ②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얻는 간접사용가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③ 선택가치(option value)가 있다.11 선택가치란 

11
 산림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① 목재, ② 열매, 송진, 약재, 약초 등의 부산물, 

③ 관광, ④ 식물유전자, ⑤ 자연과학 교육의 산자료, ⑥ 주거공간 등은 산림

을 지속 가능한 상태로 보전하고 직접 이용함으로써 얻는 직접사용가치이다. 

한편 ①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생태계의 양분 순환을 유지시키는 기능,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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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을 보전한 덕분에 미래의 어느 때나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를 계속 보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뜻하는 것이다.12 

  한편 비사용가치로는 우선 ④ 존재가치(existence value)가 있는데, 

이는 현재 또는 미래의 사용 가능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존재

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느끼는 만족을 반 하는 가치이다. 다음으

로 ⑤ 상속가치(또는 유증가치: bequest value)가 있는데, 이는 이용하

지 않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이용할 가능성이 없으나 후손들이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치를 말

한다(임형백․이성우, 2004).13

  농촌의 경관가치 추정치는 직접적인 사용가치보다는 이와 같은 선

택 가치나 존재가치, 상속가치 등이 더 강하게 반 되어 있는 결과이

다. 일반적인 농촌 경관에 대한 보전 필요성 자체는 그러한 추정 결과

에 잘 반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 장소에 대한 보전 방향을 결정

하는 과정에서는 그곳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

들의 경우가 가장 접한 이해관계를 드러내게 마련이다. 이러한 이해

관계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느냐가 경관관리 정책 추진 과

정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농촌 경관관리를 위해 매우 다양한 

수자원 함양 기능, ③ 대기정화 기능, ④ 수질 정화 기능 등은 산림 보전에서 

얻는 간접사용가치이다(이정전, 1996).
12
 선택가치의 경우 미래세대가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비사용가치의 일

부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임형백․이성우, 2004). 그러나 불특정한 미래세

대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미래에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의미

하므로 여기서는 사용가치에 포함했다. 
13 농촌이 갖는 사회문화적 공익기능 가치 중에서는 상속가치가 가장 높고, 농

촌이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만족한다는 존재가치가 다음으로 높다는 연구 결

과도 있다(안윤수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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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연장선에서 나온 노력이

라 하겠다.

2.2 장소자산으로서 농촌 경관의 복합적 성격

  농촌 경관이 갖는 사회적 공익기능 또는 다원적 기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목받는 것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지역 활성화의 자원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즉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활성화와 내생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하나의 

장소자산(territorial assets)으로서 농촌 경관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14

  아울러 농산물 경작이나 자연자원 채취 등의 전통적인 생산 기능의 

공간(space of production)으로서 농촌이 갖는 의미가 예전보다 약해지

고 있다. 반면 여가나 관광, 전원 주거 등을 위한 소비의 공간(space of 

consumption)15으로서의 의미가 최근 들어 커지고 있다(Marsden et al. 

1993; Woods 2005). 농촌의 경관은 바로 그러한 공간의 소비와 관련

하여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원의 하나라 할 것이다.

  농촌이라는 공간 자체가 외부의 수요자를 겨냥한 하나의 제품이 되

면서 상품화를 위한 특정한 장소신화(place myths)가 만들어지기도 한

다.16 이러한 장소신화는 소비자들이 나름대로 농촌에 대해 갖는 이미

지에 따라 구성되기 마련이다. 목가적인 전원이라든가 이상향으로서 

14
 OECD(1999)에서는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례들을 

정책 유형별로 소개하고 있다.
15
 농촌의 쾌적성을 입지 요인으로 하는 기업체 활동, 고품질 농산물과 공예품

에 대한 수요 증대 등도 이러한 ‘공간의 소비’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16
 농촌이 관광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장소신화의 사례 연구로는 

Hopkins(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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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등의 이미지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농촌의 이미지는 실제 

그곳에서 거주하고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그에 대해 갖는 생

각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17

  나아가 전통적인 농업 생산 기능보다 시각적인 경관관리가 우선시

되면서 농촌에서 새로운 갈등을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

히 그것이 농촌 주민에 의한 농활동이나 여타의 경제활동, 각종 개

발행위 등과 상충될 경우에 그러하다. 농촌 경관이란 각자가 나름대로

의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적인 개념이어서 바람직한 농촌 경관의 상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경관의 보전

이나 형성 등의 의사결정 결과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의 실제적인 경

제적 이해득실이 엇갈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농촌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구성도 예전에 비해 더욱 복잡해졌

다. 예전의 농촌은 오랜 기간 그곳에 살아온 동질적인 주민들로 구성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여가 목적으로 농촌을 

방문하는 도시민이나 농촌에 거주하려는 신규 유입 인구, 개발업자 등

도 농촌 경관관리와 관련되는 중요한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으며, 때

로는 농촌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채 농촌의 경

17 실제로 농촌 거주자와 도시 거주자를 비교하여 농촌 경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윤진옥 외 1995)에 따르면, 농촌에서 개발을 의미하는 집합주택

이나 도로, 잘 정리된 목초지 구릉 등이 보이는 경관에 대해 농촌 거주자들

은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도시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

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에 경작지와 숲, 한옥 건물, 방목된 소 등 전형적인 

농촌 경관에 대해서는 농촌 거주자에 비해 도시 거주자가 더욱 높이 평가하

다. 요컨대 농촌 주민들이 생산성을 띠거나 개발의 징후가 보이는 경관을 

더 선호하는 반면, 도시민들은 보다 자연적인 모습을 간직한 농촌을 선호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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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전 문제에 관심을 갖는 도시민들이나 시민단체 등도 나름의 역할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18 이에 따라 농촌 경관관리의 문제는 각각의 이

해관계를 갖고 있는 관련 주체들이 경합하는 사안이 되기도 한다.19

  이상의 사정들이 농촌의 경관관리에 대해 만족스런 해법을 찾는 작

업을 그만큼 어렵게 만든다. 결국 바람직한 경관관리 정책이란 쾌적한 

경관을 가꾸고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그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복

합적인 이해갈등의 문제를 조정하는 참여의 과정이 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경관관리와 관련해 매우 다양한 정책 수

단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 하고 있는 것이다.

2.3 경관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어메니티 자원으로서 농촌 경관은 앞서도 말했듯 다른 활동의 부산

물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즉 외부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20 그리고 

18
 하나의 사례로서, 2000년 용인 죽전지구 택지개발로 말미암아 그곳에 위치한 

대지산이 사라질 상황에 처하자, 시민단체인 환경정의시민연대가 중심이 되

어 개발반대운동과 대지산 살리기 운동을 벌인 바 있다.
19 이와 관련하여 천수만 일대 철새 도래지의 보호구역 지정을 두고 주민, 환경부, 

환경단체 등의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2005년 5월에는 

환경부에서 천수만 간척지 일대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억

제하려던 계획에 반발하여 주민들이 철새 서식지인 갈대숲에 불을 놓는 일이 발

생하기도 했다(중앙일보 2005년 5월18일). 일부 주민들이 1등급 지역으로 지정

될 경우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기업도시 지정 등도 힘들어질 것을 우려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2005년 10월에는 환경단체에 추진하려는 철새기행전 행

사에 대해 서산시 부석면 일대 주민들이 행사 반대운동을 시도하기도 하 다. 

철새 관련 행사가 많아지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주민들의 반대 이유 던 것이다(동아일보 2005년 10월7일).
20
 물론 오늘날에는 순수하게 외부효과로만 나타나는 경관의 사례를 찾기는 힘



25

그것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성으로 하는 공공재로서의 속성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바람직한 농촌 경관이 온전히 시장기제에만 의

지해서는 공급되기 힘든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OECD 1999).

  따라서 이러한 외부효과를 나타내는 농촌 경관이 사회적으로 바람

직한 수준으로 보전되고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법의 정책적 개

입이 시도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 수법이란 결국 외부효과를 만들어내

는 바람직한 활동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부효과의 존재를 고려 대

상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다. 즉 외부효과를 내부화(internalizing an 

externality)하는 것이며, 달리 말하면 “사람들의 유인구조를 바꾸어 자

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Mankiw 2001: 230)이기도 하다.

  그처럼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은 시장기제(market 

mechanism)를 활용한 것일 수도 있고, 공공의 규제(public regulation)

나 직접지원(direct payment) 등의 방법을 통한 것일 수도 있다. 

OECD(1999)에서는 그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시장을 통해서든 행위자들의 협동을 통해서든 어메니티 공급

자와 수혜자 간의 직접 조정을 촉진하도록 고안된 수단으로서 ① 어

메니티 시장의 촉진과 ② 집단행동 촉진 정책이 있다. 다음으로 어메

니티 공급을 유지, 증가시키는 개인 행위들을 촉진키 위해 경제활동의 

기반 규칙을 변경하도록 고안된 정책으로서 ③ 규제 및 ④ 인센티브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들 유형 각각에 해당되는 정책 사례는 <표 2-2>

들다. 농촌 주민들이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윤도 현실화하지 않고

서 어메니티를 공급하는, 순수한 부산물로서의 경관은 흔치 않은 것이다

(OECD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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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어메니티 형성을 위한 정책 유형

정책 유형 의의 정책 사례

어메니티

시장 촉진

어메니티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시장 거래가 

어메니티 공급자와 

수혜자 간에 발생하도록 

촉진하는 방법

-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를 통한 

어메니티 이용권 시장 형성

-특정 어메니티와 관련된 라벨 부착 

상품(labelled products) 시장을 

촉진시키는 등의 인증제도(예: 지리적 

표시제).

-어메니티를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데 

참여하는 농촌 기업들에 대한 지원

-토지 소유권에 대한 상품화 지원

집단 행동

촉진

어메니티의 공급 및 

수요와 관련되는 

행위자들의 집단적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집단 행동이 발전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틀 제공

-집단 행동 촉진을 위해 경연(contest) 

방식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정책

-어메니티를 제공하는 농민단체 등의 

집단 행동에 대한 직접 지원

규제 정책

기존 소유권을 더욱 

정교하게 규정하거나 

제한

-보호지역 지정

-토지이용계획

-용도 제한

-토지 유보 등

인센티브

정책

어메니티 공급에 대한 

보상과 부정적 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과세

-어메니티를 공급하기 위한 직접지불

-어메니티를 생산하는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생산자들에게 정부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어메니티를 특정한 방식으로 

관리토록 요구하는 교차준수 

(cross-compliance)

기타 정책

-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어메니티들 

간에 연계를 이루고 행위자들 간에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정 역할

-시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생산활동의 부가가치 증대와 동시에 

어메니티 가치 증대를 꾀하기 위한 

혁신 전파와 기술 연구

자료: OECD(1999, 79-173)의 내용을 기초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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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어메니티 형성을 위한 정책들로서 보호지역 지정, 

용도 제한 등과 같이 전통적인 규제 방식의 수단도 있지만, 인센티브 

제공이나 관련 행위자의 직접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방식들도 다수 나

타나고 있다. 농촌의 어메니티 공급과 창출 과정에서 관련 행위자들이 

수동적인 정책 대상이 되는 것이 전자의 경우인 데 반해, 후자는 이들

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관련 활동에 직접 나서도록 하는 다양한 

유인 수단과 지원책, 시장기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규제 위주 정책에 비할 때 다른 정책들은 관련 당사자들의 참

여 확대를 공통된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관광 중심의 장소판촉

(place marketing)형 지역발전전략이 중요하게 대두하면서 농촌경관을 

적극적으로 상품화하려는 노력이 커짐에 따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경

관을 보전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창출할 필요성이 커

진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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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에서 다루는 농촌 경관관리 정책의 범위

  농촌 경관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요소들이 자연적 요소, 

농업적 요소들이 한데 어울려 연출된다. 또 많은 농촌지역들의 경우 

도시적 용도의 개발행위와 관광․여가 목적 개발행위가 뒤섞여 일어

나면서 농촌 경관을 이루는 요소들은 더욱 다양해졌다. 따라서 농촌 

경관관리를 넓게 규정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물리적 특성들과 토지 위

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활동들을 모두 아우르는 토지이용관리와 동격

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이렇게 많은 요소들을 모두 감안할 수는 없다. 

농촌 경관관리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역이 무엇인지 그 

범위를 공간적으로나 내용상으로 한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르기로 한다.

  첫째로,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농촌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통상 읍․면 행정구역을 도시에 대비해서 농촌으로 지

칭하곤 한다. 그러나 읍이나 면이라 할지라도 소재지 등 일부 역은 

농촌 경관이라기보다는 시가지 경관의 정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편의상 그러한 시가지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상 

읍․면에 속하면서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되

는 곳을 이 연구의 일차적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둘째로, 일부 역의 경우 어떠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립공원이나 문화재보호구역, 상수

원보호구역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지역은 반드시 경관관리 

목적으로만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해 강력한 토지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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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경관관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역

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목적의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는 보전지

역의 경우도 이 연구에서 다루려는 농촌 경관에서 제외하기로 한다.21

  셋째로, 경관관리 정책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한 가지는 농촌에서 이

루어지는 개발행위를 어떤 식으로 적절히 관리하는가라는 것이다. 그

러나 이때 주의할 것은 모든 개발행위가 농촌 경관관리 정책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책 당국이건 주민이건 농촌 방문자이건 간에 어느 

지역에 대해 적절한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섰을 경우 그곳에

서 일어나는 개발행위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이 필요한

지가 보다 중요한 연구 관심사라 할 것이다. 그러한 지역은 빼어난 자

연경관을 갖춘 보전지역과 인접한 곳일 수도 있고, 독특한 농촌 경관

이 연출되는 곳 주변이 될 수도 있다. 때로는 경관 자체는 빼어나지 않

더라도 주민들이 합심을 하여 조화로운 방향으로 경관을 가꾸어가겠다

고 협정을 체결한 마을개발사업 대상지 일대가 될 수도 있다. 

  넷째로,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중에는 입지로 인한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환경 향평가와 더불어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한 일

정 규모 이상의 사업들이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산업단지 조

성, 발전소 등 전원개발사업, 항만․도로․철도 건설, 수자원 개발, 공

항 건설, 관광단지 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

치 등이 그 예이다.22 이러한 사업이 농촌 경관에 미치는 향은 압도

21 엄 히 보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나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의 경

우도 이러한 보전지역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나 농지나 임지 등과 같이 농림

지역에 속하는 곳은 농촌 경관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며, 경관작물 식재라든

가 마을 숲 조성과 같이 경관정책 대상으로 적극 활용되기도 하므로 예외로 

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은 대체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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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므로 중요한 경관관리 정책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엄 히 볼 때 경관관리 정책 대상에 한정되는 사안은 아니다. 

그보다는 도시개발․국토개발 정책이나 산업입지 정책 차원에서 다루

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 개별사업 각각에서 조화로운 경

관관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문제는 그 각각이 별도의 정책 연

구가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다.23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사업과 관련한 

경관관리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 연구의 주제를 넘

어서므로 피하고자 한다. 오히려 이와 같은 정책적인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는 소규모의 개발행위가 농촌 경관관리 정책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시각이기도 하다.

22
 도시개발사업을 예로 들자면,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그 규모가 25

만㎡ 이상인 경우가 환경 향평가 대상이 된다.
23
 예컨대 친환경적이고 주변 경관에 조화되는 도로 건설 기법에 대한 연구 등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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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농촌 경관관리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1. 농촌 경관관리 법률 개황

1.1. 농촌 토지이용 관련 법제도 특성

  농촌 경관에 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들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기반

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농촌 경관관리는 토지이용관리의 특수한 유

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관관리의 법제도 여건에 

대해 파악하자면 우선 토지이용제도가 갖는 특성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 토지이용제도는 지역지구제(zoning) 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지구별로 각각 규정

되어 있는 용도․용적률․건폐율 등의 행위제한 사항에 비추어 그에 

위배되지 않으면 개발행위가 가능한 제도이다. 그것을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바로 국토계획법이다.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

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각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이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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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 규모 등이 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개발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이는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국의 

계획허가제(planning permission)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방식이라 

하겠다. 국의 계획허가제에서는 모든 개발행위시 지방계획청의 허가

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허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각 지방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담고 있는 발전계획(development plan)에 합치되는

지 여부이다(中井檢裕․村木美貴 2000; 송미령 외 2003).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주변의 경관에 미치는 향에 대해 고려해서 허

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관관리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의 토지이용규제 제도보다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표 3-1>에 예시한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서 허

용 용도, 용적률․건폐율 정도만 규정해두고 있으며, 건축물 및 시설

물의 외관이라든가 소재, 건축물 간의 조화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물론 그 보완책으로 건축법 제8조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 건물의 높이와 일조 등에 따른 허가 여부에 대

해 규정하는 등 건축물 허가 시 경관 등에 대해 고려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대개

의 농촌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일 경우 허가 없이 신고로

만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이 보통이다.24 

24 ｢건축법｣ 제8조에서는 도시지역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물의 신․개축에 대해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에서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어업을 위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

이나 추가, 창고의 건축 등에 대해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

다(박시현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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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행위제한 사례(농림지역의 경우)

근거 구분 허용 행위 종류
건축법시행령

근거 규정
비  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거 건축 

가능한 

건축물

단독주택으로서 농어가주택 별표1 제1호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말아야 함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

소․공중화장실 등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등학교
별표1 제8호 농림축수산업용

창고시설 별표1 제14호

버섯재배사, 화초․분재 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
별표1 제17호

동․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 또는 아목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 별표1 제19호

도시계획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

제1종근린생활시설 별표1 제3호

휴게음식점, 

변전소․양수장 등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별표1 제4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단란주

점 등과 

제조업소․수리점 

등 제외

종교집회장, 동식물원 별표1 제5호
문화․집회시설 중 

가목 및 바목

의료시설 별표1 제7호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별표1 제8호
교육연구․복지시설 

중 아목 및 자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별표1 제15호

동․식물 관련 시설 별표1 제17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1 제18호

교도소, 군사시설, 방송국, 

전화국, 통신용시설 등
별표1 제19호

공공용시설(발전소 

제외)

묘지 관련 시설 별표1 제20호

자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1을 근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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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개발행위허가제가 국의 

계획허가제와 유사한 효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을지 모

르겠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서 명시한 개발행위허가제 역시도 경관

관리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경우 개발행위허

가 여부가 어떠한 발전계획에 입각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개발행위허가 시 분야별 검토 기준에서 경관 관련 사항 등을 언급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표 3-2>. 

  일선 지자체의 담당 인력이 부족한 탓에 이러한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면 한 현장 조사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 심의기구를 통한 

심사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실제 운용 사례를 보면 제도적인 허점으

로 농촌의 소규모 분산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농촌 경관관리에는 역

효과마저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송미령 외 2003). 

  현행 ｢국토계획법｣에서 이처럼 용도지역별로 기본적인 행위제한만 

규정해두고 있으며, 건축 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같은 수단들도 농촌 경관

관리에 현실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관관리 제

도의 근본 제약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이나 우수한 

자연생태계, 문화재 보전 등과 같이 특정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는 개별법에서 정해둔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

고 그 관리는 해당 법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위임하게 되는 것이다.25

25 예를 들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또는 초지인 경우 각각 농지

법․산림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

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

는 바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국토계획법 제7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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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개발행위 허가의 분야별 검토 기준 예시

검토분야 허가기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도시관리

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도시계획

사업

(1)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주변지역

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 

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기반시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그 도로는 인근도로와 

연결되어야 하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자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을 근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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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대목은 이처럼 각종 보전지구 지정과 관

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 어떻게 경관관리를 

하느냐는 것이다. 보전지구 자체는 규제에 의해 엄격히 관리한다 할지

라도 그 주변지역에서 벌어지는 난개발 현상에는 적절히 대응할 수단

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조화로운 경관으로 유도하고자 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구 지정을 할 만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농촌 

경관관리의 제반 문제가 발원하는 지점이라 하겠다.

1.2. 농촌의 경관관리 관련 법률 현황

가. 현행 농촌 경관 관련 법률

  농촌의 경관관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만 들더라도 앞서 설명한 국토계획법 외에 자연환경

보전법,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건축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고도

(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표 3-3>.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지구별 건폐율․용적률 및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 이외에도 경관관리 관련 내용들을 여러 가지 포함하고 있

다. 즉 경관 보전과 관리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경관지구 지정 관련 사

항이라든지 지자체의 행정구역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각종 경관계획 관련 내용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이나 관리

계획 수립이라든지 행위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농산어촌의 경관보전협약, 조례의 제정과 지원, 농산어

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의 사항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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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도 경관에 향을 주는 대규모 시설 및 개발행위 시 고려

해야 할 법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향평가법, 농어촌의 각종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되는 법률로 농어촌정비법 등 다양한 법률들이 

농촌 경관관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표 3-3.  경관 관련 주요 법률 현황 및 내용

법률 명 대  상 주요 내용

국토의계획및이

용에 관한법률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 지구, 보존지구 

지정, 경관시범도시의 

지정

경관계획 수립, 경관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 행위제한 등

건축법 건축물 관련 규정
건축 허가, 조경, 건축선,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제한, 공개공지 등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과 관리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수립, 행위제한, 토지 확보 및 매수, 

주민 지원, 우선이용, 경관 향 협의 

등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지정

자연경관, 문화경관적 가치, 지형 

보존 등 경관 파괴 우려가 없는 곳에 

공원 지정

도시공원및녹지

등에 관한법률
도시공원녹지 

도시공원녹지계획의 수립, 도시녹화 

계획, 녹지활용계약,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등

농림어업인삶의

질향상및농산어

촌지역개발촉진

에관한특별법

농산어촌의 경관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경관보전협약 

의 체결, 조례의 제정과 지원, 농산 

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지정, 등록 관리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고도(古都)보존에

관한특별법

역사경관관련특별보존

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고도보존계획

옥외광고물관리법 옥외광고물 관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 광고물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주: 오민근(2005) 및 이희정(2005)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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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05년 10월에는 경관기본법(안)이 제정되어 입법예고가 이루

어진 바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져 이 법이 본격 시행되

자면 앞으로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안 제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겪기도 하 다.26 이것은 기본법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

으므로, 경관관리를 위한 세부 방안들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몇 가지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나면, 그것은 지자체의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농

촌 경관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법안의 

기본이념(제2조)에서 지역 특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율

적인 경관행정 등 지자체의 재량을 강조하고 있어 그것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나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3-4>에서

는 경관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6
 경관기본법은 법안의 내용이 도시 경관관리 위주로 되어 있어 농촌 경관관리

에 대해서는 소홀하다거나(<농민신문> 2005년 7월20일), 부처간 협력 문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지적(<환경일보> 9월2일)이 제기되는 등 법안 제정 과

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겪기도 했다. 참여 전문가가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

도 지적된 바 있다(<환경일보> 9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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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경관기본법(안)의 체계와 내용

장 항  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이념 및 원칙, 정의, 적용범위 및 대상, 의무 등

제2장 경관계획

▪ 경관계획 수립권자 및 대상

▪ 경관계획의 내용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계획의 승인 

▪ 경관․미관지구의 관리

제3장 경관사업

▪ 경관사업의 대상

▪ 경관사업의 집행체계

▪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4장 경관협정

▪ 경관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운 회 설립

▪ 협정의 승인, 열람, 변경․폐지, 준수, 승계

▪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제5장 경관재단

▪ 경관재단의 설립, 업무

▪ 경관재단운 위원회, 관리 및 감독

▪ 조세 감면

제6장 경관위원회
▪ 위원회의 설치, 구성

▪ 위원회의 역할, 책임 및 운

부칙

나. 법제도 분석의 주요 쟁점

  우리나라의 국토계획법을 중심으로 한 용도지역․지구제 방식의 농

촌 토지이용 관련 법률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러한 토지이용제도의 제약점을 감안할 때 경관 관련 법률

에서는 다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첫째로, 중앙부처든 지방자치단체이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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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위를 유도해가자면 그 지침이 될 경관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또 계획에서 정한 바가 실천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둘째로, 용도지역․지구제를 통한 농촌 경관관리는 한계가 있기 때

문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 보전을 위한 별도의 지구로 지정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지구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경관관리 수단이 필요하다. 

  셋째로, 규제 위주의 보전지구 지정만으로는 효과적인 경관관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관관리 주체가 가능한 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 법률에서 뒷받침해주는 것이 중

요하다.

  그렇다면 현행 법률은 이러한 쟁점들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충실한 내

용을 담고 있는가? 이에 대해 다음 절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현행 법률의 농촌 경관 관련 내용과 문제점

2.1. 경관관리 계획에 관한 법률과 문제점

2.1.1. 경관관리 계획 수립 관련 법률 현황

  현행 법률 중에 경관 관련 계획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명시하

고 있는 법률은 국토계획법이다. 그리고 경관기본법(안)에서도 경관계획

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계획 역시 향후 국토계획법체계와 나름의 

연계를 갖고 수립될 전망이다. 그 밖에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및 자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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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전법에서 법정계획으로서 경관계획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가. 국토계획법체계에서의 경관 부문계획 

  국토계획법 자체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문제로 말미암아 등장한 

만큼, 법에서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에서 경관의 보전 문제

를 중요한 원칙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경관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자리잡도

록 하고 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

록 하고 있다(법률 제19조). 그리고 현황분석, 경관관리 대상지역, 경

관지침 제시, 경관관리 구상 도면 등으로 구성된 경관계획을 수립하

며, 경관관리 대상지역별 관리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27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는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경관계획의 성격에 대해 “시․군 관할구역의 경관의 보

호 및 형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당해 지역의 이미지 개선, 

경쟁력 증진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하위계획과 각종 개발사업의 지침이 되며, 개발행위

허가 시에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27 시행령 제16조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준에 대해 언급하면서 필요한 경

우에 경관에 대한 사항은 도시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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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도시기본계획에서 경관계획의 구성 및 수립 기준

항  목 개  요 계획 수립 기준

현황 분석

시․군 전체의 경관 

현황 및 경관과 관련한 

기존 도시계획 내용의 

조사․분석

-시․군 전체의 경관 이미지 분석과 지역별 

경관 유형 구분

-경관관리가 잘된 곳과 잘못 관리되는 곳 

구분 평가 등

기본 구상
계획의 목표 및 전략 

설정

-시․군 정체성과 미래상 감안 경관 이미지 

설정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경관 차별화

경관관리

대상지역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랜드마크, 

조망점 등 경관요소 

설정

-보전 대상지, 개선 대상지 등 설정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주요조망점 등을 

고려하여 경관축 설정

경관지침 

제시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건축물, 시설물, 옥외광고물, 색채, 

가로시설물 및 안내체계, 보․차도 등 

경관요소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시 수변경관, 야간경관 등의 연출계획 

수립

실행계획 
경관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민간․공공부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5년 단위의 계획단계별로 수립

-하위계획에서 반 할 사항 규정

경관관리

구상도면
-축척 1/25,000 또는 1/50,000으로 작성

자료: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부문별 수립 기준의 경관 및 미관 관련 내용을 바탕

으로 작성

  다음으로는 도시관리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경관 관련 사항이다.28 

<국토계획법수립지침>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경관계획 역시 도시기

본계획수립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서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의 경관계

28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6편 경관 및 안전계획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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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의 보호,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도시관

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건축선 지정,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등을 계획에 반 토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경관

지구, 미관지구 등의 지정을 통해 경관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경관

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대상구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9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에도 경관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는 일부지역에 대해 경관상세계획을 수

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관상세계획에는 스카이라인, 야경, 색

채, 광고물, 가로, 안내물, 랜드마크, 조망점, 유적지, 보전지역, 건축선, 

건물의 높이․길이, 창문의 위치․크기, 지붕형상, 기타 공원․녹지조

성계획 등을 계획지침으로 작성토록 하고 있다. 

나. 경관기본법(안)의 경관계획 

  경관기본법(안)에서는 <표 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관계획의 위

상, 수립권자, 기본 내용, 수립․변경 절차, 경관․미관지구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수립되지 않아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경관계

획의 위상이라든지 국토계획법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부문계

획으로 수립되는 경관 관련 계획이나 타 법에 의해 수립되는 경관 관

련 계획과의 관계 등에 대해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 점에서 경관기본법(안)에 의한 경관계획은 다

른 법률에 의한 경관계획과 구별되기도 한다. 첫째로, 경관계획 대상

2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과 관련되는 공원․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

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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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광역적인 경관관리가 가능토록 하 다. 둘째로, 

주민들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 다. 셋째로, 앞서 잠

시 언급했듯이 경관지구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경관계획을 통해 다룰 

수 있도록 하 다. 

표 3-6.  경관기본법(안)의 경관계획 관련 내용

구  분 주요 고려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계획 대상이 시․군․구 전부 또는 일부일 때는 관할 시장․ 

군수가 수립

-계획 대상이 2 이 상 시․군․구에 걸칠 때는 관할 시장․군수 

공동 수립

-시장․군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시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

제9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주민(이해관계자)은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 

받은 자는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

제10조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의 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경관 형성의 전망과 대책 수립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운용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 방안,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

※ 계획 수립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함

제11조

주민․지방

의회

의견 청취

-경관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 청취와 

반

-계획 수립․변경 시 시장․군수나 시․도지사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제12조
경관계획의 

승인

-시장․군수는 경관계획 수립이나 변경할 때 시․도지사 승인 

얻음

-경관계획 승인이나 직접 경관계획 수립시 시․도지사는 경관위 

원회의 심의를 거침

제13조
경관․미관

지구 관리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관․미관지구에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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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 규정한 기본계획 

  2004년 3월 공포된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5조에서는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는 시․

도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

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농림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교육․생활여건 개

선, 향토산업 진흥이나 도농교류 등 지역개발 관련 내용을 담도록 하

고 있어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이 중 법 제5조 제5항에서는 농산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을 시․군 기본계획 속에 

포함토록 하 으며,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농산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추진을 위해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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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삶의질 특별법의 농촌 경관 관련 규정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법률 제

5조)

 ① 정부는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 

    6. ~ 10. (생략)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법률 제30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

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농산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

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 농산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시책 등(시행령 제1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어촌의 자연환

경 및 경관보전시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

환경 및 경관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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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연환경보전법의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10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법 제8조),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부장

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경

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고 있다(법 제14조). 그리

고 시‧도지사는 이에 준하여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 다(법 제25조).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2006년 8월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된 것이어서 

현재까지는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다. 이보다

는 자연환경보전법은 그동안 시‧도 및 시‧군 차원에서 조례에 입각하

여 경관형성계획 등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왔다.30

2.1.2. 경관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

가. 경관관리 계획의 실천성 부족 

  농촌의 경관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이상의 법률의 내용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해당 계획이 실천성을 갖추도록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해주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다.

30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환

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법 제

27조). 이 법에 근거한 지자체의 조례 운용 및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제4장에

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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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하위계획

으로 수립되는 경관계획에 대해 어떤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 타 

부문 계획에서 경관 부문계획의 내용을 어떻게 반 할 것인지 분명치 

않으므로 경관 관련 내용은 지역의 전반적인 경관관리 방향을 제시하

는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치기 쉽다.31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에서는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 지정‧건폐율 및 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반 토록 규정하고 있으

나, 이는 지침에 불과할 뿐으로 어떠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결국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각종 계획들 중 경관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법률적인 강제력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작성되는 경관상세계획이 사실상 유일한 상황

이다.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 수립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신개발 

지역에 적합한 계획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위한 것이어서 농

촌에서의 활용도 자체가 높지 않으리라 생각된다.32

  ｢경관기본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계획의 경우도 법적인 실

천력을 갖춘 부분은 경관지구의 관리에 대한 내용뿐이다. 경관지구를 

제외한 행정구역 대부분은 구속력을 갖춘 법 적용이 쉽지 않아 이 역

시 선언적 계획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31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과 같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경관계

획을 통해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해당 계획이 법적인 구속력은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32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그 최소 면적 기준을 30만㎡ 이상으

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개의 농촌 지역에서는 사실상 신도시 개발에 견

줄 수 있는 규모이다. 따라서 개발수요가 높지 않고 소규모 개발이 중심이 되

는 농촌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민간 부문의 제안으로 지정되는 사

례는 드물 것으로 판단된다(송미령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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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실천성을 확보할 규정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도 마찬가

지로 담고 있지 않다. 이 법에서는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정부와 시‧도 및 

시‧군이 수립하도록 규정만 해두었을 뿐이다. 해당 계획에서 농촌의 

경관관리를 위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시행되어야 할지는 언

급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법 제30조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해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시행령 제12조), 이 역시도 그 이상의 규정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나. 농촌 경관관리에 적합한 계획 방향 제시 미흡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이 갖는 또 다른 문제는 농촌다운 

계획 내용이 담기도록 유도할 만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국토계

획법의 경우는 법률 조항이나 관련 지침 등이 도시 경관관리 위주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 문제이며,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촌

의 경관계획에 지침이 될 만한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이 문제이다. 

  <표 3-7>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발간하는 별도의 경관계획 보고

서에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경관지침의 주요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표에서 보듯이 건축물 디자인, 야경, 랜

드마크, 가로 경관 등과 같이 도시와 시가지 경관관리를 위주로 하는 

내용을 지침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경지나 농촌 마을 경관 

등 농촌 부문의 경관계획의 내용으로서 참고삼을 만한 내용이 제시되

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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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도시기본계획의 경관계획 시 예시한 경관지침

보고서 항목 주요 고려 사항
경관유형별 특성화 

계획
-권역별 이미지 특성화 방안을 체계화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

-상업․업무지역 경관은 도시․지역을 대표하는 외관, 기능 

채택

-주택지 경관은 지붕 구배, 색채․소재 질적 제고

-기타 공업지역 경관, 공공건축물 등 특성화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연출계획
-중점 관리지역별로 경관 테마 설정하고 적절한 계획 수립

랜드마크 형성과 

조망연출

-랜드마크 조망 연출 강화 및 조망점 주변 건축물 높이 규제 

등

자연을 도입한 

공간계획
-녹지 보전 및 확장을 통한 경관 형성, 물을 도입한 환경 조성

건축물 디자인과 

야경계획

-건축물 스카이라인, 벽면 돌출후퇴, 건축의 외장색채, 재질, 

전정(前庭) 식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네온사인, 쇼윈도우에서의 야경 연출

-대형건물, 교량, 분수 등의 조명과 수변에 대한 조명 연출 등

색채계획
-색채의 무절제한 난립 방지와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색상․명도․채도 규정, 건설재료 본래의 색 활용 등

가로경관계획

-가로등, 고가도로․철도 등 미적 측면 고려

-조각․식재․교통 사인 등 정리, 보행자도로 공간 연출

-도로 선형 변화로 조망성의 다양화 유도

-녹도, 가로수, 포장, 벤치 등 적정 배치로 보행환경의 쾌적성 

제고 등

공원․녹지 경관계획

-각 공원과 녹지별로 지역 개성과 이미지 특성 부여

-사계절 변화를 연출하는 공원 구축, 포장․식재 통일로 

지역과 연계

-분수․조각․기념물 등을 통한 상징성 강조 등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보전 및 복원

-역사 유산을 활용한 역사공원 정비와 역사 산책로 정비

-필요시 역사․문화경관자원 보호를 위해 주변에 완충지대 

설치와 조망권 주변 건축물․구조물 높이․입지 제한 등

옥외시설물 및 

광고디자인 체계 수립

-기능 충족과 더불어 새로운 경관미를 연출하는 체계적 디자인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규제와 동시에 활성화 유도지침 마련

-표식의 종합화로 안내정보시스템 통일성 도모 등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계획

-주요 결절점 또는 랜드마크가 되는 환경조형물이나 벽화의 

설치 등

자료: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부문별 수립 기준의 경관 및 미관 관련 내용을 바탕

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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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에 관한 내용을 보다 충실히 다루어야 할 삶의 질 향상 기본계

획에서도 구체적인 농촌 경관계획의 기준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속에 농촌 경관의 보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야 한다는 규정 외에 어떠한 사항이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지, 계획의 추진을 위해 어떠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든지 하는 내용

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필요시 수립토록 명시되어 있는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계획에서도 포함되어야 할 계획 내용으로 지극

히 원칙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2.2. 농촌의 경관관리 지구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

2.2.1. 법률에 명시된 농촌 경관관리 목적의 지구

  여러 가지 법률을 근거로 지정토록 하고 있는 각종 지역‧지구들도 

농촌의 경관관리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

해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경승지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고도(古

都)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특별보전

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한라산국

립공원․도시지역 및 제주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

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관리보전

지역 중 경관보전지구(등급에 따라 지정) 등이 그 예이다.

  또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

는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

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생태․경

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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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핵심구역), ② 완충보전구역(완충구역), ③ 

전이보전구역(전이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별법에 근거한 이상의 지구들과 달리 국토계획법 상의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명시되

어 있는 것이 경관지구이다. 이는 다시 이는 다시 자연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등으로 나누어지며(시행령 제31조 제2항),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 당해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이 가능하도

록 국토계획법에는 규정되어 있다. 

  경관지구의 관리를 위해 국토계획법에서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

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제한을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

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앞서도 

언급했듯 경관기본법(안)에서는 경관지구의 관리를 이 법에 의해 수립

된 경관계획에 입각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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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경관 관련 지역‧지구와 근거 법률

경관

구분
지구․구역 근거법

농촌경관

해당여부

도시

경관

-경관지구 중 시가지경관지구 국토계획법 ×

-미관지구(중심지․일반 미관지구) 국토계획법 ×

자연

경관

-녹지지역(보전녹지, 자연녹지) 국토계획법 ×

-경관지구 중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국토계획법 ○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공원법 ○

-생태‧경관보전지역(핵심‧완충‧전이구역)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자연환경보전법 ○

역사

문화

경관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

-미관지구 중 역사문화미관지구 국토계획법 ×

-보존지구(문화자원보존지구) 국토계획법 ×

주: 농촌 경관 해당 여부는 통상적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인지 아니면 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함

2.2.2. 국토계획법의 경관지구 관련 법률의 문제점

  문화재보호구역 등 역사문화 경관이나 공원지구,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자연 경관은 각각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에 의

해 지정되어 관리된다. 이처럼 개별법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지역‧지구

를 제외하고 나면 농촌에 경관관리 목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구는 국

토계획법의 경관지구 정도로 압축된다.33 농업‧농촌 분야의 관련 법률에

33
 이 밖에 근거 법률 없이 지자체의 자주조례에 의해 지정되는 경관관리 목적

의 지구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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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경관 보전 목적의 지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경관지구와 관련해서 검토해볼 법제도 상의 문제

들이 몇 가지 있겠다. 첫째로, 국토계획법의 경관지구는 농촌의 경관

관리에 폭넓게 활용할 만한 제도적 수단인가 하는 것이다. 현행 국토

계획법 시행령에서는 경관지구를 보다 세분해서 자연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농촌

에 지정할 만한 지구는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 정도인데,34 이

것만으로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농촌 경관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예컨대 농경지라든가 전통 마을 등의 경관은 이러한 경관

지구로 지정‧관리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둘째로, 국토계획법에서는 이러한 경관지구를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 조례에 의해 추가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로,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경관지구 

지정이 가능하리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서는 

경관지구 세분을 시‧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농촌 경관관리의 적극적인 주체가 시‧군 기초 지자체 단

위이며 농촌 경관의 다양한 특성을 보다 충실히 반 한 경관관리가 

되자면 시․군 단위에 더욱 큰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시‧도 조례를 따르게 되면 시‧군별로 다양한 여건을 

반 할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이 역시 농촌에서 경관지구 제도의 활

용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4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며, 수변경관지구는 “지역 내 수요 수계의 수

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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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로, 경관지구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지정된다. 따라서 타 법이

나 시‧군의 자주조례에 의해 지정된 지구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관

지구로 받아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은 일이다. 현행 국토계획

법에는 이를 위한 절차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3.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관리를 규정한 법률

가. 자연환경보전법의 경관심의제도

  2006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법률에서는 자연

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시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 다(제28조). 그러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대상 사업,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향평가법에 

의한 환경 향평가협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다. 그래서 

해당 사업이 자연 경관에 미치는 향 및 보전 방안 등을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또는 환경 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경관심의의 세부 기준에 관한 시행령 제정 등이 완료되어야 판단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농촌의 경관관리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금껏 보전지구 자체에 대한 경관관리에 

주력했던 방식과 달리 그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로 인해 경관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응하려는 시도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35 

35
 특히 지금까지의 많은 개발행위들이 우수한 경관을 지닌 곳에 인접하여 그 

외부효과를 노리고 벌어졌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제도가 나름대로 중요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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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제도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경관심의의 대

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36 상당수의 사업들은 이 제도

의 적용을 받지 않고 종전처럼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농촌에서

는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분산 개발의 결과로 주변 

경관에 부정적인 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경관심의제도의 허점

은 여기에 있다.

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경관 관련 사업 규정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앞서 살펴본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 

이외에도 농산어촌의 경관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규정하

고 있다. 예컨대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해 시․도지

사나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마을 단위로 농산어촌 주민들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러한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과 해당 

마을에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30조).37

미를 갖는 것이다.
36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개발사업의 규모에 대해 농림

지역인 경우 7,500㎡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 5,000㎡ 이상으로 정해

두고 있다. 관리지역의 경우는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이 

각각 5,000㎡, 7,500㎡, 10,000㎡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환경정

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37 아울러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서도 주민의 경관보전활동, 농산

어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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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와 같이 협약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

례로 일임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효과적인 지원 하에 추진

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여

건상 중앙부처의 지원 없이 협약 방식의 경관보전 시책을 추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3. 현행 농촌 경관관리 제도 요약

  지금까지 각종 법률 현황에 대해 살펴본 바를 토대로 우리나라 경

관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농촌 경관관리를 위해 

활용할 만한 정책 수단 자체가 매우 한정되어 있고 법적인 뒷받침도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몇몇 법률에서 경관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선언적인 계획에 그치게 되고, 

개별법에 의한 몇몇 보전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촌에서는 지구 지

정을 통해 경관관리를 계획적으로 해나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농촌 부문에서도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등을 

통해 농촌 경관관리를 위한 몇몇 조항들을 마련하여 계획 수립 및 각

종 시책이 추진되도록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추진 방안 등이 마

련되어 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로 농촌 경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상

황이다. 

  이러한 법제도의 미비점이나 한계 등으로 인해 농촌에서 이루어지

는 경관관리의 실질적인 부분은 법률에 의거한 계획에 의해서나 특정

한 법조항에 근거를 둔 지구 지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 많다. 각 지자체 단위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거해서 각종 계획을 수



58

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거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단위 

사업에 의해 농촌 경관관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골격을 간략하나마 도식화해보면 <그림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 크게 보아 계획, 지구, 사업 등으로 구분한 이 

같은 골격에 따라 앞으로 제4장에서 농촌 경관관리 제도의 쟁점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림 3-1.  농촌 경관 관련 법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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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농촌의 경관관리 실태와 문제점

1. 법률에 입각한 농촌 경관관리 실태

1.1 현행 지역‧지구제에 의한 개발행위 관리 문제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가 용도지역‧지구

제를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지역의 

장기적인 계획에 비추어 개발행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계획허가

제와 달리 이러한 지역‧지구제 방식의 토지이용제도가 농촌 경관에는 

실제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

  다음의 시‧군 공무원 조사 결과가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서 시사점

을 제공한다<표 4-1>. 농촌 경관에 향을 주는 개발행위가 어떤 것인

지 조사한 결과, 산이나 계곡 등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들어서는 위락

시설 그리고 마을 주변의 축사 등 농업용 시설이 가장 부정적인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나 공장, 창고 등 농촌의 난개

발 문제를 말할 때 흔히 언급되는 요소들의 경우 심각한 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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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응답 비율이 위락시설이나 농업용 시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는,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에 대응

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된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 강화 조치가 농업용 

시설이나 위락 시설 같은 소규모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지역‧

지구제 방식의 토지이용규제는 적어도 농촌의 경관관리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음을 이 결과가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표 4-1.  농촌경관에 향을 주는 개발행위 종류
단위: %

개발행위 종류

매우

심각하

다

약간

심각하

다

보통

이다

그리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농경지, 녹지대에 들어선 아파트 14.2 17.2 20.1 27.6 20.9

농촌마을 일대 공장, 창고 11.9 20.1 28.4 26.1 13.4

마을 주변 축사 등 농업용시설 11.8 34.6 31.6 20.6 1.5

도로변 대형간판과 광고물 6.7 25.9 35.6 27.4 4.4

산, 강, 계곡의 위락시설 14.1 33.3 28.9 18.5 5.2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마을내 

주택
4.4 17.0 43.0 28.9 6.7

도로, 철도 등 대형토목사업 4.6 18.3 35.9 30.5 10.7

1.2. 경관관리 계획의 수립 실태와 문제점

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 사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의 부문계획으로 

수립되는 경관계획은 농촌 경관관리에 적합한 내용을 담는 데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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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제3장에서 법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

면 실제 지자체에서 수립된 경관계획의 내용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

해 남해군 도시기본계획의 경관계획을 사례로 살펴보았다.38 검토 결

과 특히 농촌 경관관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이 남해군 경관계

획의 문제라 판단된다.

  첫째로, 현황 분석 단계에서 농촌 경관에 대한 문제 진단이 구체적

이지 못하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해당 계획에서는 자연경관

(해안 경관, 산악․구릉지 경관, 하천․생태 경관) 및 인공경관(시가지 

경관, 마을 경관, 역사․문화관광지 경관, 도로축 경관)으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과제를 진단하고 있는데, 이 중 농촌 마을 경관의 경우 “공

가의 증가, 노후된 건물 산재로 낙후된 마을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는 

원론적인 문제 제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경관관리 대상지역을 보전 대상지역과 경관 개선 대상지역

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는데, 농촌 마을 경관으로는 비교적 잘 알

려진 다랭이 마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39

  셋째로, 경관의 창출을 위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테

마거리 조성, 야간경관 연출, 가로시설물 이미지 개선 등으로 이루어져 

38
 국토계획법 도입에 따라 수도권 및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시‧군,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시‧군은 2007년까지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

록 정해졌다(송미령 외 2003). 여기서 검토하는 남해군 기본계획서는 일종의 

시범계획 성격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2003년도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하

여 만들어진 것이다.
39
 보전 대상지역은 해안이나 산악․구릉지, 역사문화관광지, 하천․생태 경관으

로 구분하고 있고, 경관 개선 대상지역은 주로 남해읍 시가지나 면 소재지 등

의 경관 정비, 해안도로변, 역사문화 관광지 일대의 경관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62

있다. 주로 도시계획적 관리수법이 필요한 사업들을 경관 창출을 위해 

제시하고 있으며, 농촌 경관의 형성을 위한 사업들을 찾기는 어렵다.40

농촌 경관관리와 관련해서 남해군 경관계획이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한계점이 다른 지자체의 경관계획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 섣

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법제도 논의를 통해 제기했던 몇 

가지 문제들이 실제 계획서 검토 결과 상당수 확인되었다는 점을 지

적하고자 한다. 

  국토계획법에 입각한 경관계획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실제 공무원 

조사 결과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촌 경관관리를 위해 가

장 실천성이 높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도시 기본계획이나 관

리계획을 응답한 비율이 소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표 4-2>.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판단이 오히려 도시지역계획 분야에 종사하는 응답자에

서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이 국토계획법에 입각한 경관계획이 농촌 경

관관리에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잘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40
 농촌 경관 관련 내용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계획 내용 중 

지역 실정에 맞는 경관관리 내용을 담고자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해 주목할 

만하다. 즉 남해군 실정에 맞도록 경관지구를 세분하고 용도지구를 신설할 것

을 제안한다거나, 경관관리대상지역의 관리를 위한 나름의 개발행위허가 기

준으로서 경관지표를 제시한 점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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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농촌 경관관리를 위해 가장 실천성이 높은 계획
단위: %

구  분

담당 업무

계도시지역

계획

농정‧농촌

개발
경관관리

도시(군)기본계획 5.4 10.4 8.3 8.1

도시(군)관리계획 12.5 13.4 8.3 12.6

제2종 지구단위계획 25.0 6.0 16.7 14.8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8.9 11.9 8.3 10.4

경관형성계획(자연경관기본계
획)

7.1 19.4 16.7 14.1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33.9 31.3 33.3 32.6

마을 단위로 수립한 경관계획 7.1 7.5 8.3 7.4

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사례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시․군 지자체에서 해당 법에 근거해 

수립하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속에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

로 경관 보전 및 어메니티 자원화 등의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계획 내용을 보면 시․군의 각 사업부서별로 원래부터 

계획하고 있던 사업들을 모아서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또

한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이 충분한 계획 수립 경험과 역량이 없는 상

태에서 일률적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한 까닭에 계획 내용, 구성 등에

서 지역 간에 차별성 없이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41

  이는 충남 서천군의 계획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촌 경관관

리를 위한 독창적인 신규 사업을 제시하기보다는 경관보전직불제라든

가 경관주택 보급, 자생식물 식재와 생태숲 조성 등 기존에 관련 부처

41
 농림부의 예시안에 바탕을 두어 계획서를 작성한 지자체가 많았던 까닭에 이

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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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시해온 사업들을 열거하는 데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표 4-3>. 

그러한 까닭에 계획에서 제시한 여러 사업들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

이고 장기적인 추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

된다. 공무원 조사 결과를 보면 삶의질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

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계획 수립 업무에 참여

한 농정 업무 담당자들이 더욱 그러한 의견이 많다는 점이 이러한 문

제를 잘 드러내주는 것으로 보인다<표 4-4>.

표 4-3.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경관 관련 내용 예시

경관 관련 사업명 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추진 전략

경관보전직불제

실시

-군 내 지역축제 및 농촌체험관광과 연계 가능한 지역 우선 

시행

-읍․면 단위 자체 시범사업 추진 성과 분석 후 연차별 확대

-2008년부터 2년간 농촌경관보전직불 사업 추진

-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에 경관보전협약 체결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해안가, 산간지방, 평야지대 등 자연경관과 특성에 맞는 건축 

설계도서 작성

-2006년 전원주택 모델 조사 후 설계도서 보급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자생식물 식재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자생식물에 대한 인식 

제고

-자연경관 보전 및 친환경개발로 자연생태계의 천이 학습모델 

이 되는 생태숲 조성

-자생식물 식재에 5년간 4억원, 생태숲 조성에 30억원 투자 

(국비 각각 50%)

걷고 싶은

가로 조성

-기존에 조성된 가로수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등에 10억원 투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도입

-2년간 시범사업 후 2006년부터 본사업 추진

-본사업 시행계획에 의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주: 충남 서천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계획을 기초로 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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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의 농촌경관관리에 대한 효과
단위: %

구  분 

담당 업무

계도시지역

계획

농정농촌개

발

경관관

리

경관 관련 내용을 충실히 담지 못할 것 10.7 11.8 0.0 10.3 

내용은 충실해도 실천력이 없을 것 73.2 79.4 66.7 75.7 

현실적이고 실천력 있는 계획이 될 것 14.3 8.8 33.3 13.2 

기타 1.8 0.0 0.0 0.7 

1.3. 경관지구 지정 전망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후 도시계획 수립 대상 시‧군들이 2005년 

현재 대부분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현재로는 관리계

획에 의해 지정되는 경관지구 지정 및 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

태이다. 

  다만 경관지구 지정 계획에 대해 일선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그것의 활용 전망에 대해 유추해볼 수

는 있을 것이다. <표 4-5>에 나타난 조사 결과는 농촌 경관관리를 위

해 경관지구 제도가 그다지 활발히 이용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관지구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약 13%에 머

물고 있는 것이다.42

42
 경관지구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다양한 유형의 

농촌 경관에 맞도록 충분히 융통성 있게 지정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아직은 예상하기에는 이르지만,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군의 도

시기본계획(안) 사례를 통해 이러한 예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 이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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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지역 특성별로 구분해서 비교해보는 것

도 의미가 있겠는데, 특히 개발수요가 높은 시․군과 낮은 시․군으로 

구분해서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발수요의 높고 낮은 정도는 

편의상 2003년도 건축허가 동 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이상인지 미만

인지에 따라 구분하 으며,43 그 분포 현황은 <그림 4-1>과 같다.44

그림 4-1.  개발수요별 전국 시․군 구분

시‧군의 계획안에서는, 경관지구 설정 대상을 정하면서 그 유형을 수변경관지

구, 시가지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등으로 하고 있는데, 농촌에 적합한 새로

운 경관지구를 지정하기보다는 국토계획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43
 건축허가 동 수를 기준으로 전국 140개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을 구분했을 

때, 평균 이상인 곳이 48개 지자체, 미만인 곳이 92개 지자체로 집계된다. 한

편 본 설문조사 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 이상인 시․군 공무원이 49명

(36%), 미만인 시․군 공무원이 87명(64%)으로 나타났다. 
44
 전국 시‧군 지자체 중 수도권 및 충청권 일부, 그리고 부산‧대구 등 대도시 주

변부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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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에서는 이상의 기준으로 응답 시‧군을 구분하여 집계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개발수요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적극적인 경관지

구 지정 의향이 특히 낮으며, 이미 다른 규제가 많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개발수요

가 낮은 지자체는 개발행위 자체가 활발하지 않아 특별히 지구 지정

을 통해 경관관리를 해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상대적

으로 많았다. 어느 경우든 경관지구 지정이 중첩된 규제로 받아들여지

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것이 농촌에서 적극적으로 경관을 형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여기는 비율은 낮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4-5.  경관지구 지정 계획
단위: %

경관지구 지정 여부
개발수요에 따른 구분

계
높은 시․군 낮은 시․군

적극 도입할 계획 4.2 18.6 13.4 

주민 반응 감안하여 지정 여부 결정 50.0 32.6 38.8 

이미 규제가 많아 도입 않을 것 37.5 25.6 29.9 

개발수요가 없어 지정할 필요없음 8.3 23.3 17.9 

1.4. 법제도에 의한 농촌 경관관리 실태 종합

  현행 법률에 바탕을 둔 농촌의 경관관리 실태를 다음과 같이 간략

히 요약할 수 있겠다. 국토계획법 상의 경관계획이나 삶의 질 향상 특

별법에 의한 기본계획 등과 같이 현행 법률로 정한 계획들을 통해 농

촌 경관관리를 해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계획의 내용을 

실제 구속력 있게 집행하는 데 제약이 있어서 그 실천성 면에서 선언

적인 계획에 머무르고 있으며, 계획 내용 면에서도 농촌 경관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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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관계획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집중적인 경관관리

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라도 보전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

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법률상으로는 농촌에서 활용 가

능한 수단은 개별법에 의한 보전지구를 제외하면 국토계획법으로 지

정되는 경관지구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관지구를 농촌 경관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또 다른 규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져 지정 단계

부터 소극적인 지자체가 많으며, 도시관리계획의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대다수 농촌 지역이 경관관리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마는 것은 이

러한 제도적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다. 물론 농촌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전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관이 수려한 지

역이라든지 각종 공공투자로 마을정비사업이 이루어진 지역 등 체계

적인 경관관리가 요구되는 곳 역시도 현행 법률에 입각해서는 별다른 

경관관리 수단이 없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별도의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시설 입지를 막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들은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그림 4-2>에 나타난 

것은, 펜션 단지가 계곡을 따라 조성되면서 원래의 자연적인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경관이 좋은 지역의 경우, 주민의 합심 아

래 각급 마을 단위 사업이 벌어진 곳에 인접해서 관광휴양시설이 들

어서버리는 무임승차식의 개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그림 4-3>. 정

부 지원의 사업 실시로 마을이 농촌관광 방문지로 유명세를 타게 된 

후,45 그 후광에 기대어 민박시설 등이 들어서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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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계곡 주변에 들어서는 펜션단지

           주: 평창군 흥정계곡의 사례

그림 4-3.  남해군 다랭이마을의 전망 좋은 곳에 들어선 숙박시설

45
 다락논이 유명한 남해군 가천마을은 ‘다랭이마을’이라는 별칭으로 통할 정도

로 농촌관광 분야에서 유명 마을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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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의 조례를 통한 농촌 경관관리 실태

2.1. 조례 제정 현황

  농촌 경관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활용하는 자치단체가 예전

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 현재 도입된 조례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관형성조례 또는 자연경관보전조

례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규정에 근거하

여 제정되었는데, 2005년 6월 현재 15곳의 지자체가 경관형성조례를, 

24곳의 지자체가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운 하고 있다.46 

  드물지만 상위의 근거법 없이 지자체 자제적으로 경관조례를 제정

한 경우도 있다. 담양군의 도시경관조례라든지 고창군의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이희정(2005)은 각 지자체의 경관조례에서 담고 있는 사항들

을 정리하여 <표 4-5>와 같이 주요 조례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

서 볼 수 있듯 경관조례는 대체로 총칙, 계획 및 행위제한 사항, 주민

활동 및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46
 경관형성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 기초지자체인 양구, 동해, 

태백, 평창, 홍천, 속초, 정선, 제천, 강릉, 고성, 양양, 월, 횡성, 철원이다. 자

연경관보전조례를 제정한 곳은 김포, 상주, 마산, 고흥, 양평, 사천, 의령, 진주, 

산청, 덕, 창원, 서산, 통 , 보은, 익산, 장수, 남원, 고창, 완주, 가평, 부안, 

정읍, 강진, 진안이다. <경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05.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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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지자체 경관조례의 일반적인 내용 예시

구  분 주요 내용

총칙

조례의 

명칭
도시경관조례, 경관형성조례 등

전문
조례 제정의 의의, 이념, 지역의 경관가치에 대한 인식 및 

이의 보전을 위한 결의를 서술

목적․취지 조례의 제정 목적(전문과 비슷한 역할)

주체별

책무

▪ 시장의 책무 

▪ 시민의 책무

▪ 사업자․전문가의 책무

계획및

행위제

한

경관(기본)

계획

도시경관의 형성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 

경관계획의 구분

도시경관

형성사업
지구경관형성계획의 실현을 위한 사업

주민활

동및지

원

경관협정
지방공공단체와 주민 혹은 주민 상호간 행정에의 

주민참여의 의미를 포함하여 합의에 의한 경관형성․보전

도시경관시

민단체

경관행정의 주체는 주민 자신이라고 보고 요건을 갖춘 

단체를 인정

도시경관위

원회

도시경관위원회는 도시경관의 형성에 관한 중요 사항 

자문 심의

표창
도시경관 형성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건축물, 공작물, 

광고물 등의 소유자, 설계자, 시공자 등 포함

자료: 이희정(2005)

2.2. 조례를 통한 농촌 경관관리 사례

가. 경관계획 수립

  지자체의 조례는 경관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가장 흔한 

예는 경관형성조례와 자연경관보전조례에 근거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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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통 전자는 경관형성계획, 후자는 자연경관기본계획으로 지칭되

곤 한다. 이처럼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조례를 통하거나 또는 별도 

근거법 없이 경관계획을 수립해둔 지자체는 2005년 7월 현재 전국 기초

지자체 중 13개가 있다.47 그 밖에 강원도, 전라남도 등의 많은 지자체들

이 경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거나 수립 중인 상태이다(오민근 2005).

  이들 조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 사항을 산림, 하천, 호수, 해

안, 도로 및 철도, 역사․문화유적지 주변, 기타 건축물 및 시설물 등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나. 경관관리 지구 지정과 경관심의

  조례를 통해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경관관리

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제천시에서는 경관이 

빼어난 충주호 주변 일정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48 개발행위 허가 시에 

경관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49

  조례를 적용하도록 정해진 구역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시

의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TF팀에서 사업자의 계획안을 심의하고 심의 

47 용인, 안산, 안양, 과천, 월, 춘천, 청주, 진주, 마산, 창원, 김해, 제주 등이 

계획을 수립하 다.
48 조례에서는 충주호와 접해 있는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금성면 일대

의 계획홍수위선 200m 이내 지역일 경우 경관허가기준에 적합해야 개발이 

가능토록 했으며, 계획홍수위선 50m 이내에 들어갈 경우 제천시 도시계획심

의위원회의 심의까지 받도록 하 다.
49
 제천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1년 경관형성조례를 입안하고 그에 입각

하여 그에 입각하여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바 있다(2003년). 

그리고 이러한 경관조례의 내용을 국토계획법에서도 받아들여 도시계획조례

와 함께 운용하면서 충주호 주변 건축행위 허가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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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사업자가 반 토록 한 후 경관심의위

원회에 올려서 사업안을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때 고

려하는 허가기준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 건축선, 외관, 규모, 색채, 지

붕 등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해두고 있다. 심의위원은 14명의 민간 전

문가로 구성된다.50

  한편 제천시는 이처럼 조례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지정한 권역에 

대해 2005년부터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경관지구로 지정토

록 함으로써 앞으로도 경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

이다. 또한 경관조례 적용 대상지역을 충주호 주변 외에도 의림지 일

대 및 주요 관광지 주변으로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림 4-4.  경관심의를 위해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도면

그림 설명 : 사업 러가를 위한 경관심의 자료로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도면을 예시한 

것임(제천시 충주호 주변 사례)

50
 이처럼 이루어진 경관심의 사례는 2003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총 66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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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의 경우도 1999년 제정한 자연경관보전조례를 근거로 29개소의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여 입목 벌채, 토지 형질 변경 등을 제한하

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경관심의 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가 자연경관기본계획과 합치되는지 여부와 주

변 경관에 대한 향 등을 따져서 사업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1

다. 직접지불제 등 다양한 정책 사업 연계

  고창군의 경우는 청보리밭 축제로 널리 알려진 공음면 선동리 학원

농장 일대를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하여 지속적

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

구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 하고 있다. 군 자체적으로 이 지

역의 보리 농사에 대한 직접지불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할 뿐 아니

라 농림부의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경관작물을 

식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조례 제8조에서 농촌관광을 위하여 경

관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는 등 농촌관광과 경관관리를 

연계하는 근거로서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51 한편 자연환경보전법이 2004년 12월 전면 개정되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내용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지정한 자연경관보전지역 등의 사항을 향

후 수정해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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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창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 조례 제정 목적(제1조)

 - 주 5일제 근무실시에 따른 도시민과 도시자본을 농가소득원에 연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민에게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

는 농촌관광거점으로 육성코자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관농업지구조성과 자연경관보전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치 직접지불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관농업조성지구와 경관보전지구(제2조)

 - "경관농업조성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

촌지역 중 군수가 경관농업조성지구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경관보전지구"란 독특한 지형 및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단의 농경지

와 주변지역의 마을 및 자연경관과 시설물을 말한다.  

■ 지원 범위(제7조)

 - 군수가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시하는 지역에 지정 품목 등을 

성실하게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소득이 낮음에도 경관농업조성지구에 지정된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경

작자

 - 기타 농촌경관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원 규모(제8조)

 - 경관조성 재배품목이 경관농업사업상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직접지불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촌관광을 위하여 경관을 조성하고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보조

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화된 농촌관광시설 및 관광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반시설

   2. 각종 체험메뉴, 축제행사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

   3. 특색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음식점 시설정비

   4. 농특산품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공급 시스템 구축

   5. 도시민에게 농촌경관을 소개하는 안내시스템 정비

   6. 기타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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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사점과 한계

  조례를 농촌 경관관리에 활용하는 몇 가지 사례들에 단편적으로 살

펴보았는데,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충주호변 개

발행위에 대한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있는 제천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례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경관관리에 적지 않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조례와 그에 바탕을 둔 경관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

가 있다면 현행 법률에 제약점이 있더라도 조례를 통해 이를 잘 보완

해갈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고창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어떠한 경관 형성 활동을 지원하

는 수단으로 조례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규제 위주의 경관관리 방

식에 초점을 두는 여타의 경관 관련 조례들과는 구별되는 점이라 하

겠다.

  이러한 의의와 별도로 조례를 활용한 경관관리가 안고 있는 몇 가

지 한계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

지만 그것을 선언적인 수준 이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 그 경우 조례에 입각해서 수립한 계획 역시 선언적 내용에 그치

며 실천력이 없게 된다. 

  둘째로, 조례가 지역 특성을 충분히 살려서 지방 고유의 경관관리를 

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각각의 지역이 처해 있

는 특성이나 여건, 장기 비전 등에 따라 농촌 경관관리 목표가 달라지

게 마련이지만, 조례의 내용을 보면 별다른 차별성 없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유사한 내용으로 계획이 채워지는 경우가 많은

데, 많은 시‧군들이 환경부 등의 지침에 바탕을 두어 조례를 제정하고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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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로, 경관형성조례나 자연경관보전조례가 자연환경보전법의 근

거 조항을 모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 경관관리 내용을 위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표 4-7>. 그래서 농촌 경관에 보다 초점을 둔 

조례 운용 사례는 흔치 않은 실정이다. 

표 4-7.  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경기도 가평군 사례)

경관 유형 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산림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제한 등

하천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복원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 보전

-하천 오염 방지와 하천변 경관 증진을 위한 완충지역 지정․ 

설치 등

호소

-자연의 생태와 호소 주변환경 보전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시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등

도로 및 철도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 건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 건설 및 동물이동통로 설치 등

기타 대규모 

건축물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등

자료: 가평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제6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이와 같은 문제점과 관련하여 <표 4-8>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에 대

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 결과 “지자

체의 특성에 맞는 경관 관리를 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응답은 

19%에 불과한 반면, “법적 구속력이 약해서 선언적인 효력 이상을 발

휘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31%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은 조례 자체가 구속력을 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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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법적 위상이 취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

로는 조례의 실천력을 뒷받침해줄 지방의 의지 부족, 주민의 참여 미

비 등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5장에

서 논의하기로 한다.

표 4-8.  조례를 통한 농촌 경관관리의 효과

단위: %
경관 관련 시책 및 사업 비율

지자체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를 하는 데 효과적 19.2

한계는 있으나 운 하기에 따라 지자체 재량 발휘 가능 48.3

법적 구속력이 약해 선언적 효력 이상을 발휘하기 힘듦 30.8

기타 1.7

합  계 100.0

3. 정책사업과 경관시책을 통한 경관관리 실태

  이상에서 경관관리에 대한 법률이나 조례 현황을 살펴보았지만, 실

제 농촌의 경관 보전․형성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개별 

단위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직접지불제라든지 각종 마

을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관형성시책을 적극적

으로 벌이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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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림부의 경관보전직불제

가. 현황

  경관작물 식재에 대해 지원하는 농림부의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은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

꾸고 이를 통해 도시민의 여가 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도농교류 및 지

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2005년

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면서 전국에서 47개소가 그 대상으로 선정되

었다. 그 선정 내역은 다음의 <표 4-9>와 같으며, 총 8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 규모는 경관작물 식재에 대해 10a(300평)당 

17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국고 70%, 지방비 30%). 경관작물은 해

당 지역의 농촌 경관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작물로서 유채, 메

, 코스모스, 해바라기, 야생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작물을 선정토록 

한다. 경관작물 식재 면적이 1ha 이상으로 집단화되는 동시에 마을 단

위로 3ha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관보전직불제를 3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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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경관보전직불제 선정 내역 및 사업비

시도별
대  상  면  적 (㎡) 사  업  비 (천원)

계 1차 선정 2차 선정 계 국  비 지방비

계 4,705,872 1,416,952 3,288,920 800,000 560,000 240,000

광 주 50,021 - 50,021 8,504 5,953 2,551

경 기 30,063 30,063 - 5,110 3,577 1,533

강 원 362,178 284,038 78,140 61,570 43,099 18,471

충 북 509,610 - 509,610 86,634 60,644 25,990

충 남 302,051 72,418 229,633 51,349 35,944 15,405

전 북 981,500 696,849 284,651 166,856 116,799 50,057

전 남 1,095,707 - 1,095,707 186,270 130,389 55,881

경 북 584,922 258,903 326,019 99,437 69,606 29,831

경 남 395,561 74,681 320,880 67,246 47,072 20,174

제 주 394,259 - 394,259 67,024 46,917 20,107

자료: 농림부 내부자료

나. 문제점

  농림부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에 대해 일선 지자체의 공무원이나 농

촌 주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는 지원 금액이 적다는 지

적이다. 10a당 17만 원 규모의 직불금은 타 작목 재배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이기 때문에 참여하려는 농가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소

득작물은 배제되고 지원 대상 작물 종류도 제한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경관직불제 참여에 소극적이며 소득 높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자 한

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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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경관보전직불제의 문제점
단위: %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직불금 액수 적음 82.6 11.6 5.8 

지원 작물 종류 한정 76.8 11.6 11.6 

소득작물 배제 79.4 4.4 16.2 

농촌관광 연계 미흡 54.4 23.5 22.1 

  이러한 의견이 일부 타당한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경관보전직불제 

자체가 농촌 주민들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경관직불제의 효과

가 크지 않으며, 경관 형성의 목적도 충분히 달성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지원 작물 종류가 제한되어 있는 까닭에 전국에 걸쳐 유채, 메

과 같은 작물로 획일적으로 뒤덮일 가능성이 있다. 2005년도 지원 

대상 선정 내역에 의하면 유채를 식재하는 농가가 전체 지원 대상의 

70%에 이르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작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농촌관광 연계 효과도 크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방문객도 찾지 않는 마을에 경관작물만 식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면 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도 그 원 

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52

  셋째로, 지나치게 과도한 면적을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

52 안동시의 경우 북후면 신전리 일대에 직불제 시범사업으로 메 꽃을 7만8천 

평에 걸쳐 식재하 는데, 마을을 찾는 관광객도 기대만큼 많지 않고 음식 판

매 등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2005년 9월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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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경관보전직불제의 당초 목표가 농촌 주민의 소득 보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득기회를 바라고 과다한 면적을 지정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심지어 사람이 쉽게 찾지 않을 우량농지 수십만 

평에 대해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로 신청한 사례도 있다<그림 4-5>.

  넷째로, 마을의 경관 형성에 기여할 곳을 면 히 검토한 끝에 식재 

대상지가 선정되기보다는 면적 집단화 기준(3ha)을 충족할 수 있는 유

휴 농지를 찾아서 작물을 식재하는 데 급급한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마을과 동떨어져서 경관 작물 식재 효과가 크지 않을 부지가 후보지

로 포함되는 일이 흔했다. 

  무엇보다 경관보전직불제의 가장 큰 문제로서 경관조성 대상을 농

업경관으로만 한정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경관작물 식재를 통해서는 

계절적으로도 꽃이 피는 시기 잠깐 동안의 경관 조성 효과가 있을 뿐

이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촌의 경관 형성과 보전에 기여할 시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림 4-5.  경관보전직불제 신청 대상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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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관 보전․형성을 위한 각종 단위사업

가. 개요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각종 마을개발사업이나 경관 관련 시책, 지자

체의 자체적인 경관직불사업 등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적극적으로 형

성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농촌 경관 및 어메니티 자원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에서 경관주택 사진전, 어메니

티 환경설계 공모전 등의 각종 경진대회도 실시되고 있다.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할 시‧군의 경관형성시책을 평가하여 상사업비

를 지원하는 공모전 형식도 활용하고 있다. 

  이전부터 실시하던 농촌의 각종 생산기반사업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의 경우에도 경관적인 요소를 고려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늘

고 있다. 경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농로나 마을안길을 정비하려는 시

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도로변 꽃나무 식재, 마을숲 조성 등의 활동

이 그것이다. 

  다음 <표 4-11>에서는 공무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경관 정비 관련 시책 현황을 집계하여 보여

주고 있다. 꽃길 조성․꽃나무 식재 등의 조경사업은 거의 대부분 지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안내판․간판 정

비, 각종 마을 단위 사업을 통한 경관 정비 등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53

53
 실시하고 있는 사업 내역에 대해 지자체 유형별로 보아도 큰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관주택 건설 지원의 경우 시(13%)보다는 군(34%), 대

도시권 지자체(7%)보다는 대도시권 외 지자체(29%), 개발수요 높은 지자체

(12%)보다는 낮은 지자체(33%)에서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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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시‧군 지자체의 경관 관련 시책 추진 현황

단위: %
경관 관련 시책 및 사업 해당 시․군 비율

꽃길 조성, 꽃나무 식재 등의 조경사업 96.0

통일된 이미지로 안내판, 간판 정비 41.4

경관주택 건설 지원과 유도 26.3

각종 마을 단위 사업을 통한 경관 시책 34.3

일정 기준 개발행위에 대한 경관심의 31.3

절개지, 송전탑 등 경관 위해요소 관리(차폐 등) 20.2

나. 각급 마을개발사업을 통한 경관 정비

  대표적인 것이 2000년을 전후해서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한 마을개

발사업이다. 여러 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녹색농촌체

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들의 

사업 아이템이 비단 경관 정비 관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

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마을개발사업을 통해 마을의 전반적인 환경 정

비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마을 경관 개선에 도움을 준 측면을 무시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업비 투자를 통한 직접적인 시설 정비 효과 이

외에도 주민들이 직접 실시하는 꽃가꾸기, 담장과 하천 정비 등의 마

을 가꾸기 활동들이 마을 경관 개선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다. 경관주택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경관주택 지원 등도 경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농촌주민들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택을 조성

기준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한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있다는 비율이 대도시권 

지자체에서는 50%로 집계된 반면, 대도시권 이외 지자체에서는 28%로 나타

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85

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경관주택 건립에 대해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것이다.54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은 대부분의 경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제, 횡성, 청원 등 여러 지자체에서 경관주택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폭넓게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청원군의 경우 ‘꿈에 그리던 집짓기’ 지원사업이라는 이

름으로 자연경관과 전통미를 갖춘 주택모델을 보급하고자 했다. 새집

을 건립하는 가구에 대해 관내의 주민이 생산한 황토벽돌 및 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며, 2005년 새집을 짓는 20개 가정에 500만 원

씩 약 1억 원의 건축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 다. 그러나 

사업의 일환으로 보급한 설계도면이 도시주택형이라서 농촌 실정에 맞

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며, 500만 원의 인센티브로 주택을 건축하려는 

주민이 나타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겪기도 했다. 장려금보다는 황토벽

돌 소재의 주택을 짓는 건축비가 추가로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직접지불 프로그램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관광 활성화와 연계된 경관작물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경

관작물 식재에 대해 지원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평창군 메 밭 조성 지원, 제주도 유채 장려 보상금 지원제도, 함평군 

자운 답 직접지불사업, 그리고 앞서도 설명했던 전북 고창군 청보리

밭 일대 경관농업지구 조성 등이 있다. 

54
 예를 들어 인제군의 경우 경관주택심의를 거쳐 경관주택으로 선정될 경우 동

당 5백만 원에서 9백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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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이러한 직접지불을 통한 경관 형성 시책은 확대되어갈 전

망임을 공무원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의 농정과 담

당 공무원 대상 조사 결과 응답 현재 응답 시․군의 8%(88개 지자체 

중 7개)가 자체적으로 경관작물에 대한 직접지불 형태의 사업을 시행 

중이라 응답하 다. 또한 현재는 시행하지 않지만 향후 도입할 예정이

라는 응답도 8%를 차지하 다. 특히 개발수요 낮은 농촌을 중심으로 

그러한 응답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 향후 직접지불을 통한 유도 방

식의 경관관리가 늘어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표 4-12>.

표 4-12.  시․군의 자체적인 직접지불 시책 현황

단위: %

경관계획 사항

시․군 구분 개발수요별 구분

전체도농

복합시
군

높은

시․군

낮은

시․군

시행 중인 사업이 있음 - 12.7 3.3 10.3 8.0

시행 중인 사업이 없음 93.9 78.2 96.7 77.6 84.1

지금은 없지만 도입할 계획 6.1 9.1 - 12.1 8.0

마.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경관관리 시책 연계

  경관관리 시책을 지자체 차원의 역점 사업으로 삼고 종합적인 프로

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에서 2004년

부터 계획을 마련하여 진행 중인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일환으로 강원도에서는 각종 경관 관련 시책을 총 8개 부

문으로 분류해서 지역도시과, 주택지적과, 도로교통과, 산림관리과 등 

여러 관련 부서가 담당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관할 18개 

시․군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에 대해 2004년에는 461억 원, 2005년에는 579억 원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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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는 등 도 차원에서 경관관리시책에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있다. 

  그리고 해당 시책이 시․군 단위로 확산되도록 장려하고자 2005년

부터는 각 시․군의 경관시책을 평가하여 선정된 지역에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하 다. 이를 위해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

으며, 각 부문별 평가점수를 집계하여 4개 시․군을 우수 사례로 선

정하고 총 35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55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별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광역적인 경관계

획을 수립하기도 하 다.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동고속도로 벨트와 

홍천설악권 벨트 등을 중심으로 경관벨트를 조성하고자 경관형성 상

세계획 수립하는 등 다양한 경관 정비 사업을 추진하 다. 

55
 평가 결과 인제군이 1위로 선정되어 총 15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았다. 그 

밖에 횡성, 강릉, 동해 등이 경관관리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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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주요 추진 사업

시책 명 주요 추진 시책 개요

경관형성시책

정착․활성화

(지역도시과)

-시‧군별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 완료

-도 전역의 경관우수지역 확대 지정(경관8경)

-특정지역 벨트화 경관상세계획 수립 

(동계스포츠벨트, 홍천설악권벨트, 경춘가로벨트)

-인제 용대지구 산촌형 휴양단지 시범모델지역 조성

-평창 횡계 고원눈마을 조성

-지역 특색에 맞는 경관가로망 조성

-시범모델사업 확대 추진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확대 추진

(주택지적과)

-간판 시범정비지구 확대 추진

-아름다운 간판 도안 우수모델 공모 

-아름다운 간판 발굴․시상

경관주택 건립 및

빈집 정비

(주택지적과)

-경관주택 모델집 발간

-경관주택인증 건축물 보조금 지원

-빈집 정비사업 추진

주변 자연과 조화되는 

도로․하천 조성

(도로교통과․방재치수과)

-자연친화형 지방도 건설 

-도로변 경관 조망 쉼터 조성

-경관을 고려한 소하천 정비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맑은물보전과)

-공중화장실 신축․개보수 및 청결관리시스템 정착

-농어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 추진

미래의 숲 확대 조성

(산림관리과)

-생활권 주변 숲 조성으로 주변 경관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추진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산림관리과)
-사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경관 조성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환동해출장소․기획총괄과

)

-동해안 경관을 계획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지중해와 비견되는 관광자원화

자료: 강원도청 내부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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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홍천설악권벨트 경관정비계획 내용

대상지역 주요 계획 분야 중점 구간

홍천 시점부

벨트상징경관

-경역문화특화계획, 전체 벨트상징경관

-진입부 이미지 개선과 도로 경관 정비

-시각 저해요소 개선

-화전리양덕원리 

연도변 시가지

홍천강

생태의 강 연출

-시가지 색채 정비와 시각 저해요소 

개선

-홍천강 테마수 경관, 나대지 경관 정비

-하오안리검율리

원생태복원

도로 경관 조성

-화촌면 상징 경관

-연도변 광고물 개선과 도로 경관 정비

-생태복원 사면 연출

-외산포리성산리

소양호, 내린천

친생태마을 

시범지구

-소양호 수변 정비 및 관대교 경관 검토

-친생태마을 상징 경관

-진입부 광고물 개선 및 도로 경관 정비

-신남시가지관대교

-신남리남전리

한계령 경관

보전지구 조성

-진입부 색채 정비 및 설악 상징수경관 

조성

-시각 저해요소 개선과 연도변 경관 

정비

-기암절경 박물관

-아미산군립공원원

통리대승폭포

진부령 시‧군 특화

상징지구 조성

-도민친화마을 정비

-연도변 경관 정비와 경역 상징 경관 

정비

-용대리진부리휴양

지

미시령 특화

상징지구 조성

-연도변 색채 정비와 시각 저해요소 

개선

-진입부 이미지 개선 및 절개지 경관 

정비

-용대리콩꽃마을

-소사리 일원

기타 대규모 

건축물

-개촉지구 연계 정비

-종점부 벨트 상징 소공원 조성

-진입부 시설 정비 및 야간경관 정비

-광산리대대리

-상수원보호구역-

건봉사

자료: 강원도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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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각종 경관 형성 시책의 문제점

  각종 경관 정비 시책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관관리 시책

들은 많은 경우 농촌경관에 대해 지나치게 관광자원 개발 일변도로서 

접근한다.56 관광지나 시가지 주변에 집중된 정비가 주를 이루는 것이

다. 그 결과 개발수요 낮은 일반 농촌마을의 경관정비는 여전히 사각

지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농촌의 마을 단위 사업의 경우에도 주

민보다는 방문객을 겨냥한 사업 아이템들이 주를 이루는 경향이 두드

러지고 있다(송미령․성주인 2003). 이런 까닭에 주민의 생활터전으로

서 농촌경관 정비의 나아갈 길에 대한 모색이 미흡한 상황이다.

  둘째로, 관광 중심 경관 가꾸기 또한 지속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 후 사후관리가 안 되어 주민 자율적인 마을 가꾸기 

사업이 지속성 있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57 

  셋째로, 이와 연관되는 문제인데, 많은 경우 경관 형성 시책이 공공

의 주도로 추진된다. 주민참여를 표방하는 마을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실상은 행정기관이 주도가 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로, 각종 농촌개발사업이 진행되었던 대상지 주변 개발행위로 

인한 경관 훼손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농촌에서 이루어

56
 예컨대 강원도의 경관벨트 일대 경관상세계획의 경우도 방문객의 시선으로 

본 농촌 경관 정비사업들로 아이템이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고려한 경관관리 계획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
57
 예를 들어 2002년 아름마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메 꽃 축제 등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던 충북 보은군 구병리의 경우 사업비 투자가 끝난 후 주민 자율

적으로 기존의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잃어버려 메 꽃 축제 등

의 이벤트가 지속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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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많은 소규모 사업들의 경우 각 사업부서에 의해 개별적으로 시

행되는데, 이들 소규모 사업 대상지를 도시(군)관리계획에 입각하여 

경관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법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참고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해당 지자체 내에서 각종 농촌

개발사업이 시행된 대상지 중 별도의 경관관리 시책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다음 <표 4-7>에 나타나 있다. 지자체별

로 집계해보면, 시․군 당 평균 3.8개소의 사업 대상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경관관리 시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한 대상지 수를 기준으로 볼 때, 그 필요성은 도시지역계획 담당

자가 더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또한 개발수요가 높은 시․군이 그렇

지 않은 시․군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5.  시․군별 별도의 농촌 경관관리 시책이 필요한 대상지 수

단위: 개
구분 응답자 세부 구분 필요한 지구 수

담당 업무 구분

도시지역계획 5.1

농정 및 농촌개발 3.1

경관관리 3.1

시․군 구분
도농복합시 3.9

군 3.7

대도시권 구분
대도시권 시․군 3.3

대도시권 외 시․군 3.9

개발수요 구분
개발수요 높은 시․군 4.2

개발수요 낮은 시․군 3.6

전체 평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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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4.1. 현행 농촌 경관관리 제도의 특징

  지금까지 농촌의 경관관리와 관련하여 법률의 운  과정에서는 어

떠한 문제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조례 도입을 통한 경관관리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법이나 조례 같은 제도가 아니라 

실제 사업 단위로 진행되는 경관관리 시책 사례를 간략히 살펴본 후 

그 문제점도 짚어보고자 하 다. 

  우리나라의 농촌 경관관리제도를 간략히 요약하고자 한다. 개별법

에 의해 지정되는 규제 위주의 보전지구 이외에 농촌 경관관리를 위

한 마땅한 정책 수단이 많지 않은 것이 법제도적 현실이다. 그러한 한

계에 대응하고자 조례 활용 등을 통한 경관관리 사례도 늘어나고 있

는데, 이 역시 나름의 한계를 안고 있다. 그리고 각종 경관시책의 경

우는 대체로 공공의 주도로 진행되며, 외부인을 위한 관광개발에 주력

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을 법률 자체에서 찾을 수도 있고, 다른 복합

적인 요인들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경관

관리에서 주민들이 역할을 발휘할 여지가 크지 않은 것이 주요한 문

제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경관관리를 위한 법률의 활용폭이 크지 않은 

문제라든지, 조례 운용에서 지방의 재량이 발휘되기 어려운 문제, 공

공 주도의 경관 시책으로 인한 문제 등이 모두 주민 참여의 바탕 하에

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각종 경관관리 수단의 효과에 대해 공무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표 4-16>, 보전지구 지정이나 경관심의 등 공공 주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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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시책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해당 시책 자체의 효과가 크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다른 민간․주민 주도의 경관형성 시책을 시행한 경험

이 충분치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표 4-16.  각종 경관관리 수단의 효과

단위: %

시책 종류
효과있

다

보통이

다

효과없

다

필요한 곳을 보전지구로 지정하고 각종 행위제한 적용 69.6 17.0 13.3 

기준에 명시한 개발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시행 61.9 24.6 13.4 

마을 단위 협약이나 주민협정 체결을 통한 경관 관리 34.1 36.3 29.6 

농업 경작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직접지불제 40.7 33.3 25.9 

사업 시행자(공공, 민간)가 사업을 통해 직접 경관 형성 45.5 29.9 24.6 

경관주택 등 주민의 경관보전 활동에 대한 공공 지원 56.3 31.9 11.9 

표 4-17.  경관관리 수단의 효과 비교(지역특성별)

단위: %

경관관리 수단

시․군 구분 개발수요별 구분

전 체도농복합

시
군

높은

시․군

낮은

시․군

필요한 곳을 보전지구로 

지정하고 각종 행위제한 

적용

64.2 73.2 66.7 71.3 69.6

기준에 명시한 개발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시행
50.9 69.1 60.4 62.8 61.9

마을 단위 협약이나 

주민협정 체결을 통한 경관 

관리

26.4 39.0 29.2 36.8 34.1

농업 경작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직접지불제
34.0 45.1 25.0 49.4 40.7

사업 시행자(공공, 민간)가 

사업을 통해 직접 경관 형성
38.5 51.9 36.2 50.6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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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경관관리정책의 유형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농촌 경관관리 수단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경관관리 시책의 성격과 주도하는 주체 등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관련 수단을 개념적으로 구분해본 것이 <그림 4-6>

에 나타나 있다. 즉 경관관리 활동이 정부․공공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지 아니면 주민이나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그리고 해당 

시책이 경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경관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구분해보면 대략 그림과 같은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에 대한 경관관리 시책 자체가 다양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정부․공공 주도의 수단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보전지구 지정을 통한 행위제한(경관의 

형성보다는 보전)이 대표적으로 Ⅲ유형에 해당한다.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로 진행되는 각종 농촌 정비사업, 마을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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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등의 경우는 경관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템을 담고 있는 경

우도 많다. 그러나 경관 정비와 관련해서 주민의 적극적인 역할이 바

탕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편이므로 이는 Ⅱ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

겠다. 

  민간이나 주민의 주도로 적극적으로 경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유

도하는 시책들도 일부 시행되고 있다(Ⅰ유형). 경관보전직불제나 각종 

공모전․경진대회 방식의 사업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농촌 경관관리의 보편적인 수단이라 보기는 힘들며, 일부 시

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계이다.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자원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다른 연계 제품을 

개발하는 시도(예: 남해 다랭이마을의 지역 브랜드를 이용한 농산물 

판촉) 역시 극히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Ⅳ유형). 

  요컨대 여러 가지 경관 보전시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농촌지역은 

경관을 감안한 개발행위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경관 보전을 

목적으로 한 여러 유형의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대개 일부 

보전지역에 한정되는 수단이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의 경우 용도나 

도 규제 같은 평면적인 성격의 토지이용제도 이외에는 경관관리를 위

한 적절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경관을 관리해갈 경험이 축적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지자체

가 충분한 자율성을 가지고 관련 시책을 펼치는 사례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4.2.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문제들

  지금까지 주요 경관관리 제도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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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과제들의 

경우 단지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인 경

관관리 방향 모색과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들이다(제5장에서 이에 대

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로,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농촌 경관관리의 모습인지에 대해 모

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관관리의 주 대상이 외부의 방문객에 맞춰

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농촌을 생활터전으로 하는 주민들의 

이해는 어떻게 대변해야 할 것인지,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관관리가 되기 위

해서는 어떠한 과제가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로, 특히 경관형성이란 기본적으로 상이한 의견들이 경합하는 

과정인바, 지역 내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경관을 보

전하고 형성하는 한편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할 방법은 

무엇인지 주민참여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 있다.

  셋째로,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율적

으로 경관 보전 활동을 벌이도록 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제공

하는 협약 방식의 경관관리를 비롯해서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보다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가 필요한지 검토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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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농촌 경관관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농촌 경관관리의 방향

1.1. 주민참여 지자체 주도형 경관관리

  농촌 경관관리의 추진에서 그 중심축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에 두

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관 자원은 무엇보다 지역 나름의 고유한 장소

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개성 있는 경관을 활용해서 지역 활성

화를 도모하려는 지방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을 감안할 때

도 그러하다. 그와 더불어 지방 단위에서는 여러 이해당사자와 주민들

의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의 바탕 없이 행정의 차원에

서 추진되는 경관보전 시책이나 일방적인 지구 지정 등이 실효를 거

두기는 쉽지 않다.

  첫째로, 경관관리 시책의 향방과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이해가 엇

갈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도시에 비할 때 농

촌이 상대적으로 구성원들의 동질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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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원을 원 상태대로 보전하느냐,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느냐를 놓고

는 농촌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의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바람직한 농촌 경관관리란 일회적인 사업을 통해 어떠한 물

리적인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해가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러자면 경관관리의 프로그램 속에는 제한

된 특정 사안에 머무르지 않는 포괄적인 지역 가꾸기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이 지속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원동력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로, 방문객들이 찾는 몇몇 관광지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농촌 경관관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주민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을 가꾸는 것이 농촌 경관관리의 출발점이자 목표이다. 그것

은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바탕이 될 때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1980년대 후반 이래 일본 전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마찌즈

꾸리58 운동의 경우도 그 출발은 바로 주민 스스로가 생활자의 시점에

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겠다는 소망에서 비롯하 다는 점은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원래 마찌즈꾸리는 1960∼70년대 무분별한 도시 개발

이나 공해 등의 문제가 일어나면서 특정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운동에

서 출발하 다. 그러다가 1980년대를 지나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단

순한 반대 운동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지역의 문제들에 주민 스스로

가 참여하여 대응하려는 노력이 늘어나면서 마찌즈꾸리는 활발히 전

개되기에 이르 던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

58 마찌즈꾸리(まちづくり)는 자 그대로 마을(마찌)을 새롭게 만드는(즈꾸리)

것이다. 일본의 마찌즈꾸리 운동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김찬호(2000) 및 장

원호(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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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포되는 등 1990년대 이후 지방분권을 제도화하는 여러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각 지자체들은 이러한 마찌즈꾸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김찬호 2000; 장원호 2001). 

  결국 일본의 마찌즈꾸리는 주민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한 주민

들의 지방정치에 대한 참여 요구와 지방분권에 의한 지방정부의 자율

성 확대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지방정부 정책 수

립 단계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과 지방정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마찌즈꾸리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일본의 경험은 농촌 경관관리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참여란 결국 주민들이 경관관리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

며, 지자체의 경관관리정책이란 지방정부와 주민의 파트너십에 기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관계획의 작성, 경관보전지구의 지정, 조례의 

제정, 경관 가꾸기 사업의 추진 등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 공

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하

는 것이다. 

  그러한 체계를 이 연구에서는 ‘주민참여 지자체 주도형 경관관리’라 

지칭하고자 하는데,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마을 리더, 관련 주민, 농

촌관광 부문 종사자 등이 주체가 되는 경관관리 방식을 의미하는 것

이다. 나아가 그것은 다른 농활동 종사자와 일반 주민들을 포괄하는 

체계로 확대되어야 한다. 개별 마을이나 지구 단위의 경관보전 활동에

서 더 발전하여 보다 폭넓고 다양한 지역 주민들을 포괄하는 고장 가

꾸기로 확대되는 것이 경관관리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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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자산으로서 경관관리와 지역 브랜드전략

  경관작물로 유명세를 탄 보성녹차, 고창 청보리밭 등의 경우처럼 농

촌의 개성 있는 경관자원은 고장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관자원은 지역 내의 다른 활동들을 아우르는 

고장 브랜드로 커나가기도 한다. 개별적인 경관관리 활동을 넘어서 이

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른 다양한 경제활동들과 연계를 이루는 것이 

지역브랜드전략의 요체라 할 것이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관 가꾸기

를 이처럼 지역 브랜드전략으로 발전시켜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지역자산으로서 경관자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즉 농촌 경관관리에 대해 총체적인 어메니

티 자원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지역 브랜드전략의 바탕이 되는 장소자산이란 단순히 외부

의 소비자나 방문객에게 판매하기 위한 자산만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

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그것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

로 농촌의 경관자원에 대해 그처럼 주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때 그것은 고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 그것

은 단순히 외부 방문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몇몇 관광지 주변의 경관

을 꾸미는 것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역의 전체적인 모습을 쾌적

하고 살기 좋도록 가꾸는 노력이 바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야마가타현(山形縣) 카네야마정(金山町)의 경관 

보전 활동 사례가 시사하는 바 크다.59 임업 의존도가 높았던 카네야

마정은 2차 대전 후 임업 쇠퇴와 목재 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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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자체이다. 그러나 삼나무로 유명한 이 고장 특성을 살리는 일련

의 경관 보전 활동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를 꾀하면서 동시에 임업 쇠

퇴에 대응해서 새로운 목재 수요를 불러일으켜 지역 활성화를 이루는 

효과까지 얻고자 했다. 

  목재를 소재에서 최종 제품까지 일괄생산하는 동시에 시장 및 유통

기구를 갖춘 그린 컴비나트(Green Combinat)를 조직하 으며, 1978년

에는 이 지역 삼나무를 사용한 카네야마형 주택건축콩쿨을 인근 지역

까지 포괄하여 실시하 다. 또한 ‘마을 가로(경관)만들기 100년 운동’

을 통해 아름다운 가로 형성과 지역의 개성화 추진, 카네야마형 주택

의 건설 등을 추진하 으며, 카네야마형 지역주택계획(HOPE)을 통해, 

① 삼나무림, ② 눈이 많은 겨울의 풍토, ③ 이 지역 삼나무로 지은 주

택 등을 마찌즈꾸리의 주제로 삼았다. 마을 가로에 대한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경관형성구역과 경관형성특정지구를 지정하여 각 지역별로 

경관형성 기준을 제시하 다.60

  특색 있는 주택과 가로 경관 형성을 통해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지

역의 임업 활성화를 꾀한 카네야마정의 노력은 그 결실을 맺어 (사)경

제동우회의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상’, 국토청의 ‘농촌어메니티 콩쿨’, 

농림수산성의 ‘활력있는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콩쿨’ 등에서 각종 표

창을 받는 등 여러 성과를 내었다. 또한 특별한 관광자원도 없던 마을

에 개성 있는 경관이 연출되면서 관광객도 찾기 시작하는 등 지역의 

59
 카네야마정의 사례는 오민근(2004) 및 오민근‧옥주희(2004)를 바탕으로 정리

하 다.
60
 경관형성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위치(벽면 후퇴, 부지 규모), 의

장(지붕, 외벽, 구조), 담, 수로 등이 세세하게 제시하 다. 또한 조례에서는 

‘경관형성 조성금 교부요강’을 제정하여 경관형성 기준에 합치한 건축을 할 

경우 최대 50만 엔의 조성금을 교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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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이 높아지는 효과까지 얻게 되었다. 

  이처럼 카네야마정에서는 지역의 독특한 자원에 바탕을 두어 경관

을 가꾸고 그것을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만들어온 노력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의 주거 및 가로 

환경 정비와 연계되었던 경관관리 활동이 결과적으로 지역의 관광 활

성화에도 기여했다는 점이 중요한 교훈이라 하겠다.61

  둘째로, 어떠한 자원을 가꾸어 그것을 지역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

해서는 개개인 차원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 내의 다

양한 이해집단이 참여하여 공동의 활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

을 묶어내는 지방정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내 다양한 주

체들을 포괄하는 경관 가꾸기 노력이 고장 브랜드 형성의 밑거름이라 

할 것이다.

  와인 재배․가공․판매활동과 지역 경관 가꾸기 및 농촌관광 개발 

등을 연계해서 이룸으로써 성공적인 지역 브랜드전략의 사례로 거론

되곤 하는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방 와인루트에서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된다.62 개개인들의 개별적인 활동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전원적 풍

경, 경관 등을 조성하는 데 지역 내의 다양한 이해집단이 참여하여 노

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Brunori and Rossi 2000). 

61 주민들 스스로 방문객을 위한 ‘개방정원(open garden)' 조성을 통해 지역 가

꾸기를 하고 있는 사례인 일본 나가노현 오부세정의 경험도 이와 유사한 교

훈을 제공한다. 애초에 방문객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연고가 있던 

기업과의 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방정원 가꾸기 노력이 부가적으로 지역 

활성화와 방문객 유치의 효과를 낳았던 것이다(송미령, 2005). 
62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방에서는 포도 재배, 와인 제조, 직판, 농촌체험 등이 

연계된 ‘와인루트(wine route)'라는 이름의 탐방코스를 조성하고 방문객에게 

통일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경관 가꾸기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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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와인루트에서 관광객 체험의 구성요소

와인저장고방문

특별한음식체험

쇼핑

와인정보센터방문

전원의고요함 경관 문화유산

개별행위자가
제공가능

집합적활동을
통해제공

    자료: Brunori and Rossi(2000)

  <그림 5-1>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개념화해서 나타내고 있다. 그림

의 수평선 아래 역이 개별 농가 차원의 활동으로 제공될 수 있는 관

광 체험이며, 수평선 윗 부분이 와인루트 행위주체들의 집합적 활동이 

있어야 공급 가능한 체험이다. 즉 전원다운 분위기와 경관의 조성, 방

문객에게 제공할 제품의 다양성 확보, 정보센터 등과 같은 집합적 서

비스 공급은 모두 개별 농가 단위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셋째로, 어떠한 경관 자원이 그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게 되

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내의 관련 활동들을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해당 자원이 갖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의 활

동들이 적절한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그 이미지를 강화시키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녹차밭이라는 빼어난 지역 경관 자원을 적절히 활

용하여 지역 활성화 효과를 얻고 있는 보성군의 사례가 이를 잘 말해

준다. <그림 5-2>에서는 이처럼 고장을 대표하는 특정 자원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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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련 활동들을 연계함으로써 그것이 지역 이미지를 다시금 강화하

는 순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보성군의 예를 들어 그림에 나타난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농가 단위의 개별적인 활동들을 통합하여 관련 주민들이 나름의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 예를 들자면,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기 위

해 개별 녹차 생산 농가들이 다원 탐방코스를 개방하거나, 녹차 

제품 판매소 등을 조성한다.

  ② 방문객이 늘기 시작하면서 보성이 녹차의 본고장이라는 인상이 

관광객에게나 주민들에게 심어진다.

  ③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지역 

내의 다른 활동들과 연계되어 녹차의 이미지가 다른 부문으로 

확대된다. 이를테면 녹차의 이미지를 다른 부문으로 확장하여 녹

차국수나 녹차과자, 녹차된장, 녹차고추장 등을 제조하는 업체가 

나타나고, 녹돈, 녹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도 증가하는 것이다.

  ④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보성이 녹차의 고장이라

는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고 그 결과 녹차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브랜드전략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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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지역 브랜드전략에서 관련 활동들의 연계와 통합

개별 활동들 지역 내 개별
활동들의 통합

적절한 역할 부여와
네트워크 완결

지역을 상징하는
의미 제시다른 분야의

네트워크와 연결

지역의 이미지
강화

1.3. 규제 이외의 다양한 경관관리 수단 모색

  보전지구 지정과 행위제한을 통한 규제 위주 시책은 농촌 경관관리

의 한 가지 수단일 뿐이다. 그리고 경관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관리하

는 데 규제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 효과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전통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그것이 어려운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협약 방식을 비롯해서 주민의 참여에 의한 자율적

인 경관관리수단들에 대한 모색이 늘고 있는 것은 그 이유에서이다.

  농촌 경관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사례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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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환경관리 의지에 바탕을 둔 활동이 보전지구 지정을 통한 규제 방

식의 시책에 비해 더욱 큰 효과를 거둔 사례로서 김해시 대포천 사례

를 참고할 만하다. 대포천은 김해시 상동면을 흐르는 1급수 하천인데, 

1997년까지만 해도 공장폐수와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이 유입되는 오

염된 하천이었다. 1997년 2월 이 일대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

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낙동강특별법’이 입법예고되었는데, 그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관리 활동에 나서게 된 발단이 마련되었다. 주민들은 당

초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가치가 하락할 것을 염려하여 ‘상수도

보호구역지정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운동을 벌 다. 그러다

가 이를 ‘대포천수질개선대책위원회’로 바꾸어 적극적인 수질 개선활

동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유보받게 되었다. 

  주민들은 대포천 수질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벌 는데, 가

구당 가구당 일정액을 갹출해서 수질개선기금을 만들고, 유급 감시원

을 대포천에 두고 축산폐수와 공장폐수 방류를 감시하는 한편, 하천 

청소에도 나섰다. 그밖에 세제 덜쓰기 운동, 가정과 식당에 간이침전

조 설치, 소하천에 미나리꽝 만들기 등으로 수질 개선 노력을 벌인 끝

에 1998년 2월 수질검사에서 1급수로 판정받기에 이르 다. 그리고 

2002년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정부와 지자체, 주민대표가 ‘김해 대포천 

수질개선․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대포천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같

은 규제 방식이었다면 달성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수질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참여 하에 스스로 노력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경관관리와 관련해서도 시사

하는 바가 많다.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협약 방식의 농촌 경관관리

가 전통적인 관리 수단에 비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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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협약 방식 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적인 경관관리 수단들이 있을 것

이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경관형성에 나서도

록 한다거나, 경진대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들이 경관 가꾸

기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경관자원이 갖는 가치 

자체를 제품으로 전환시켜 부가가치를 얻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겠다. 

보성군의 경우 다원이 유명세를 타면서 덩달아 보성녹차의 대중적 인

지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얻었으며, 투스카니 지방 포도 재배 농가의 

경우도 와인루트(wine route) 참여를 통해 30~40%의 추가적인 부가가

치를 얻고 있다(Brunori and Rossi 2000).

그림 5-3.  주민의 수질 가꾸기로 변화한 대포천

그림 출처: 부산일보 2005년 9월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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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 경관관리 정책의 과제

2.1. 내실 있는 경관관리 계획 수립

  ｢국토계획법｣,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등의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해 수립되는 현행 경관관리 계획들이 농촌 경관에 적합한 사

항들을 내실 있게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를 앞서 지적한 바 있다. 향후 

농촌의 현실을 반 한 경관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우

선 그 내용 측면에 초점을 두어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농촌 경관계획 지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현실은 어떠한 기준으로 농촌 경관을 관리해야 할지 그 기준조차 찾

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경관계획이 내실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자면 계획이 목표하는 바가 명확한 지표로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로 신지훈(2003)은 도시 경관계획의 지표로서 건축물 규모, 배

치, 스카이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표 4-1>. 표에서 보듯이 주로 건

축물에 대한 규제로써 경관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도시 경관에 

비할 때 농촌은 이러한 기법으로는 적절한 경관관리가 어려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초점을 두어 경관

계획과 관리를 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된 바가 없다. 농촌에서는 농작

물 생산경관과 자연경관, 주거경관 등이 어우러져 있으므로, 이를 감

안하여 경관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앞으로 농촌 

개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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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경관관리를 위한 지표 목록(도시경관관리의 경우)

경관관리 원칙 건축물 규모 스카이라인 건축물 배치

주요 조망 

대상 보호

◦ 배경에 대한 높이비(단일)

◦ 배경에 대한 높이비(집합)
◦ 스카이라인 보호

스카이라인

 조화

◦ 건축물 높이

◦ 주변에 대한 높이비

◦ 주변에 대한 폭

◦ 건축물 

스카이라인

건축물 차폐감

완화

◦ 개방지수

◦ 사각배치

건축물 위압감

 완화
◦ 입면적 ◦ 사선제한

건축물 스카이라인

변화
◦ 건축물 평균층수 ◦ 평균층수

자료: 신지훈(2003)

  둘째로, 지역 특성을 반 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경관관리란 지

역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살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것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고 계획이 지역마다 유사한 내용으로 채워

지는 경우가 많았다. 

  공무원 조사 결과에서도 도시개발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과 

농촌적 특성이 보다 강한 곳 사이에 구분되는 계획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농촌의 경관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도농복합시 지역이나 개발수요 높은 지역 응답자의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경관심의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답한 반면, 군 지역 및 개발수

요 낮은 지역 응답자는 경관작물과 연계한 경관관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답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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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농촌 경관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지역 특성별)

단위: %

경관계획 사항

시․군 구분 개발수요별 구분

계도농

복합시
군

높은

시․군

낮은

시․군

주변과 조화되는 건축물 조성 38.9 42.7 36.7 43.7 41.2

경관작물과 연계한 경관 관리 16.7 26.8 16.3 26.4 22.8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지구 지정 29.6 31.7 30.6 31.0 30.9

마을 단위의 경관형성사업 29.6 22.0 26.5 24.1 25.0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전 46.3 51.2 53.1 47.1 49.3

일정기준 개발행위의 경관심의 31.5 18.3 32.7 18.4 23.5

주요 도로변 가시권의 경관관리 7.4 3.7 4.1 5.7 5.1

  셋째로, 경관계획에서는 관련 사업들을 단순히 열거하기보다 단위 

사업들을 연계하는 중심적인 경관의 테마를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

다. 그 속에서 개별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과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하

는 것이다. 

  넷째로, 계획 수립의 과정에서 농촌 경관자원에 대한 현황조사가 면

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

어야 한다. DB 구축 과정에서는 단순히 경관적으로 매력적인 요소를 파

악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개선이 필요한 경관 요소도 조사해야 한다. 또

한 주요 조망점에 따라 경관 자원을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해서 조사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곳, 향후 

경관협약 및 각종 사업의 연계가 필요한 곳,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할 곳 

등을 가려내어 경관계획 속에 반 해야 한다.

  다섯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실천성 있는 계획이 되자면 구속

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전지구 지정 및 행위제한 등의 내용을 담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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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되어야 한다. ｢경관기본법(안)｣에 입각해서 수립되는 경관계획의 

경우 경관지구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경관지구에 한정되지 않고 계획구역 전반에 걸쳐 구속력 있는 내용이 

담기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경관기본법(안)｣의 경관계획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등도 이와 같이 구속력 있는 내용을 

갖춘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는 비단 경관계획에만 

한정되지 않는 문제이며 우리나라 경관관리 제도 및 법체계 속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이후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계획의 내용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수립되는 경관관리 계획들 간에 연계를 이루는 문제도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각종 계획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관계획이 수

립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현행대로 각각의 

근거 법률이나 조례에 기반해서 다양한 경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잘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자체의 

각 사업 담당 부서의 고유 업무에 맞는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

하고 전체적으로는 통합과 조정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경관 관련 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사

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담당 업무 분야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면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업무 분야에 따라 달리 답변이 나오고 있다<표 

5-3>. 즉 도시계획이나 경관 업무 담당자의 경우 건축물이나, 개발행

위 심의 등에 대해 농정 업무 담당자에 비해 중요하게 응답한 반면에, 

농정 업무 담당자는 농작물 관련 경관, 자연경관 등을 중요하게 답하

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시(군)계획이나 ｢경관기본법｣에 의한 경관계

획 등 국토계획법 체계에서 다루게 될 계획과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과 같이 농림 부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다룰 계획의 내용이 나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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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차별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수립되는 여러 경관계획들을 운 하는 과정에

서 지자체의 통합력을 갖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여러 경관 관련 

계획들이 분산되어 있음이 일견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각각 

나름의 근거법에 바탕을 두고 있는 계획들이 각기 강점을 갖고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 계획들 간에 연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계획체계가 복잡한 것도 해결할 문제지만 그보다는 군의 시책

이 여러 사업부서별로 일관성 있게 연계되고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중

요하다.

표 5-3.  경관 관련 계획에서 다룰 핵심 사항(담당 업무별)

단위: %

구  분
도시지역

계획

농정․농촌

개발

경관

관리
전체

주변 농촌과 조화되는 건축물 조성 53.6 27.9 58.3 41.2

농작물 경작 경관의 보전과 관리 8.9 33.8 25.0 22.8

가치 있는 경관의 보전지구 지정 33.9 32.4 8.3 30.9

마을 단위 경관 보전․형성 사업 28.6 20.6 33.3 25.0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전 시책 37.5 63.2 25.0 49.3

일정 기준 개발행위의 경관심의 30.4 16.2 33.3 23.5

주요 도로변 가시권 경관 유도․차폐 5.4 4.4 8.3 5.1

주: 복수응답 문항

2.2. 지자체의 경관관리 조례 도입 확대

  지역 실정에 맞는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조례를 유연하고 폭넓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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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시․군의 경관관리 재량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물

론 조례의 근거법이 없이 자주조례의 형식을 취할 경우 법적 구속력

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서는 효과적인 경관관

리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조례의 실효성 여부를 가름하는 데 근거

법이 존재하느냐는 것도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관

건이 되는 것은 조례가 충분한 실천성을 갖도록 주민참여가 적절하게 

뒷받침되느냐는 것이다.63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지자체의 경우는 

조례를 통해 경관관리를 해온 경험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데,64 그

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에 비해 더 뿌리 깊고 탄탄한 주민참여의 전통

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에도 조례를 통한 토지이용관리 시에 

주민들의 참여가 바탕이 되어 그것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일본 나가노현(長野縣) 호타카정(穗高町)에서는 인구 증가 

등 개발압력이 높자 경관조례 제정을 통해 난개발에 대응하고 농촌 

경관을 보전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법적인 구속력 없는 

조례의 규정이 실현되도록 떠받친 것은 바로 주민들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호타카정에서는 토지이용조정

63 농촌 경관관리에서 조례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공무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법적 구속력이 약해서 선언적인 효력 이상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군지역, 대도시권 외, 개발수요 낮은 지자체 공무

원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상대적으

로 농촌적 특성이 강한 곳일수록 주민참여가 부족한 것이 조례의 효과에 대

한 응답에도 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측케 한다.
64
 일본의 지자체가 경관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

기로 전국에 리조트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68년 가나

자와(金澤)시에서 1968년 처음으로 전통환경보존조례가 제정된 이래,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약 500여 개의 지방자체단체에서 자주조례의 

형태로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경관 보전과 정비에 나서고 있다(오민근 2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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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구역 전체를 자체적으로 조닝(zoning)하고 

건축 가능 시설물에 대한 세부 기준까지도 정하 다. 또한 ‘지역가꾸

기 기본계획’을 수립하 는데, 전자는 정 전체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

본 방향을 규정하 으며, 후자는 이것을 받아 지역블록에 작성되는 보

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 하겠다. 

  토지이용조정계획에서 설정한 지구들은 행위 규정에서 허가도 아니

고 불허가도 아니면서 지역사회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완충지역’이 대부분인데, 주민의 재산권 규제에 관한 

민감한 사안을 상호 협의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 것이다. 이 과정에

서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토지이용을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치로서 지역주민협의회에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송미령․박경

철 2005).

  고베(神戶)시의 경우에도 행정구역 내 농촌지역에 대해 ‘사람과 자

연의 공생존’으로 정하고 공생존 전역을 4개의 용도구역으로 지정하

는 등의 활동을 벌 는데, 그것은 ‘사람과 자연과의 공생존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에는 지역 주

민으로 구성된 ‘마을 만들기 협의회’의 역할이 컸다. 지역의 장래계획 

수립, 쾌적한 농촌 만들기 등에서 이들 협의회가 주도적인 활동을 벌

던 것이다(오민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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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농촌에 지정한 고베시의 용도구역 현황

자료: 일본(사)전국농업개량보급지원협회(1998)

  이처럼 일본은 자주조례라는 나름의 한계도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

를 바탕으로 마을 만들기 등과 연관하여 조례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점이 귀감이 된다. 특히 별도의 근거법에 의거하지 않고 조례에 

입각하여 경관 보전과 형성 목적의 다양한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험을 참고 삼아 우리도 앞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경관조례 

제정을 장려하고 그것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

보다 조례로 정해진 각종 보전지구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연

결시켜서 주민들의 경관관리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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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정된 지구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등에서 

보다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사업 대상지나 보전지역 일대의 경관관리 수단

을 모색함에 있어 직접지불제나 협약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방식 등 다

양한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조사 결과에서도 농정 및 농

촌개발 담당자들은 직접지불이나 협약 방식으로 공공에서 경관보전활

동을 지원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표 5-4.  각종 농촌개발사업 대상지의 경관관리 수단

단위: %

구  분
담당 업무

계
도시계획 농정 경관관리

대상지 일대를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관리 57.1 47.1 58.3 52.2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마을규약을 통해 자율 

적으로 관리
17.9 20.6 41.7 21.3

각종 직접지불이나 협약 방식으로 경관 보전 

활동에 대해 공공에서 지원
35.7 75.0 50.0 56.6

공공에서 직접 해당 지구의 경관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66.1 44.1 33.3 52.2

특별한 수단이 필요 없고 기존 법제도의 토지 

이용규제로 관리
14.3 10.3 16.7 12.5

기타 1.8 0 0 0.7

  조례의 적용 대상 범위는 지자체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시․군 지자체의 경우 그 포괄하는 면적이 넓기 때

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65 따라서 행정구역 전역에 적용

65
 일본의 시․정․촌 단위에 비할 때 우리의 시․군 행정구역은 그 면적이 넓

기 때문에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단일한 조례 적용 권역으로 하는 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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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조례 제정은 장기 과제로 하고, 단기적으로 그 경우 특정 지구를 

중심으로 운 하는 것이 적합할 수도 있다.

  조례의 적용 대상지역에 대해 시․군의 여건과 해당 장소의 특성에 

맞도록 관리하기 위해 지구의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 예컨대 일본 고베시의 경우처럼 농업보전지구, 환경보전지구, 집

락거주지구, 특정지구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며, 더 세분하여 전원

풍경보전지구, 농업관광지구, 공공시설지구, 경관농업지구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례의 명칭 또한 지자체의 특성을 반 해

서 다양하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 제정 단계에서부터 심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정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그래야만 이후 주민들의 협력 하에 조례가 원활하게 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관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이처럼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 설정한 보전지구는 국

토계획법 체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효력을 갖기 힘들다는 회의론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실효성 문제가 반드시 법체계

와 관련해서만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표 4-5>의 공무원 조

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경관관리 목적의 지구 지정이 국토계획법

에 의거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은 1/3 정도에 머무르

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경관관리지구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

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본도 조례를 행정구역 전체에 적용하지 않고 특정 

지구를 중심으로 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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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떠한 관리 수단을 적용하여 그것의 당초 지정 

목적을 달성하느냐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표 5-5.  국토계획법에 의거하지 않은 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

단위: %

구  분
담당 업무

계
도시계획 농정 경관관리

국토계획법과 연계되지 않는 지구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33.9 34.3 41.7 34.8 

일정 요건 충족하면 국토계획법의 경관지구에 
준하는 것으로 받아줌

33.9 32.8 33.3 33.3 

국토계획법과 연계되지 않아도 지자체 여건에 
따른 지구 지정은 무방

32.1 32.8 25.0 31.9 

계 100.0 100.0 100.0 100.0 

2.3. 경관관리 법체계 정비

  현행 농촌 경관관리 관련 법률의 문제점 중 하나로 개별법에 의해 

지정되는 여러 보전지구들과 국토계획법의 경관지구를 제외하고 나면 

농촌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경관관리 지구가 마땅히 없다는 점을 지적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지자체 자율

적인 경관관리 지구를 지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각종 

사업의 연계가 그러한 지구 관리의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언급하 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주조례에 의해 지정된 경관관리지구라 하더

라도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해당 지구가 관리되도록 

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조례의 운  경험이 풍부하고 오래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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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도 경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 으니 이는 조례만으로는 

토지이용 및 경관관리에 궁극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

문이다. 자주조례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행위의 신고 

및 권고 등 소프트한 수법을 사용하 다. 따라서 경관을 둘러싼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실효성에 논란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경관관리에 대해 국가의 세제 및 재정상의 지원이 불충분했

던 것도 경관법 제정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오민근 2005a).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일본의 경관법이 갖는 특징은 무

엇인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관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로, 경관법에서는 

종래의 경관자주조례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경관계획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관계획구역은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양호한 경관을 형성

하는 구역으로서 이 구역 내에서는 경관계획에 입각해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다. 둘째로, 일본 경관법의 또 다른 한 축은 경

관지구인데, 이것은 우리의 경우와 달리 그 종류가 상위법에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셋째로, 경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련 법의 정비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관법 제정을 위한 타 법률의 개정에 관하

여 법률로 제정하여 추진하도록 하 다(오민근 2005a). <그림 5-5>에

서는 이러한 경관법의 특징을 개념도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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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일본 경관법의 개념도

자료: 오민근(2005a)

  이러한 경관법 제정과 관련한 일본의 경험은 우리나라 농촌 경관관

리 제도의 장기적인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

공한다. 조례 운  등과 같은 경관관리 경험이 충분히 무르익은 상황

에서 경관법 제정을 통하여 지자체의 기존 경관관리 시책에 법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부여한 것이 일본의 법 제정 의의라고 할 수 있겠

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경관관리 시책 자체가 중요하게 부각된 것

이 최근의 일로서 일본처럼 획기적인 경관관리 제도 개편의 기운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관 관련 법률의 

개편은 여건의 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장‧단기적인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리라 생각된다. 

  먼저 단기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책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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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지구 관련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관지구 운 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에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하는 조치가 있어

야 할 것이다. 즉 경관지구의 세분에서 시․군 지자체의 재량 강화가 

필요한데, ｢국토계획법｣에서 시․도 조례에 의거하여 실시하도록 되

어 있는 경관지구 세분 및 행위제한 규정에 대해 시장․군수의 재량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경관지구가 다양한 

농촌의 경관관리 여건을 충분히 반 치 못하고 몇몇 유형으로 한정되

어 지정됨으로써 그 활용도가 낮아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필요한 처

방이다.

  지자체의 경관 관련 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다양한 경관관리 지구

의 경우 몇 가지 절차와 조건만 갖출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지정

되는 경관지구에 상응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

안도 검토해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되는 현행 경관지구

의 경우 농촌 지역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경관지구의 관리 수단 역시 다양한 방향으로 모색해야 하며, 

그것이 경관지구 관리를 위한 경관계획(경관기본법에 의해 수립된 계

획)에 반 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경관지구의 지정 취지가 규

제 일변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무원 조사 결과에 의하

면, 바람직한 경관지구 관리 수단으로서 각종 경관사업이라든가 조례 

등의 수단들이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음을 알 수 있

다<표 5-7>. 특히 개발수요가 낮은 지역의 경우 관련 사업들을 다양하

게 연계하는 것이 경관지구의 지정 효과를 높이는 방안임을 조사 결

과가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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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경관지구의 관리 수단

단위: %

구  분

담당업무 구분 개발수요 구분

계도시지역

계획

농정

농촌개발

경관

관리

높은 

시‧군

낮은 

시‧군

제2종지구단위계획 25.0 19.7 25.0 25.0 20.9 22.4

경관 관련 조례 37.5 19.7 25.0 35.4 23.3 27.6

주민들이 체결한 경관협정 5.4 22.7 25.0 14.6 16.3 15.7

농촌개발 관련 경관사업 32.1 37.9 16.7 25.6 38.4 33.6

기타 - - 8.3 - 1.2 0.7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농촌 경관관리 관련 법률이 장기적으로는 어

떠한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인가?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이 

장기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는 현행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각종 경관계

획, 경관지구와 기타 보전지구, 지자체의 조례 등을 아우르는 제도 개

편이 필요한 문제이다. 지금처럼 경관관리의 큰 지침만을 제공하는 선

언적인 경관관리계획들이 수립되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각종 제도 개편은 이것과 연관해서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경관계획이란 ｢국토계획법｣의 부문계획일 수도 있고, ｢삶의 

질 특별법｣에 의한 기본계획일 수도 있으며, ｢경관기본법(안)｣에 의한

경관계획일 수도 있다. 또는 지자체의 조례 형식으로 수립된 계획안일 

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경관관리 비전을 담고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한 계획은 경관지구 등 특정한 역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도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위를 



123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에서 경관법 제정을 통해 경관계획구

역에 대한 행위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구속력을 두었듯이 말

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관기본법｣은 경관계획에 대해 이러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관계

획의 조건이 어떠한 것인지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국

토계획법｣에서는 이와 같이 경관계획에 의해 정해진 행위제한 사항이 

도시계획조례 등을 통해 경관계획구역 전반에 걸쳐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많은 지역에

서 조례를 통한 농촌 경관관리 경험이 충분히 쌓여서 현행 국토계획

체계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이다. 현

재로는 이러한 근본적 개선책 모색보다는 지자체 나름대로 바람직한 

경관관리 전략을 모색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방 자율적이고 

개성 있는 지역 가꾸기를 추진하는 노력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2.4. 경관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경관관리 과정에서 주민들이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례에 ‘경관 가꾸기 주민협의회’ 등을 구

성토록 그 요건을 정하고, 활동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명시한다. 특히 

앞서 살펴본 일본 호타카정 토지이용조정기본계획 사례와 같이 민감

한 토지이용 사항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해당 행

위의 가부를 결정토록 유도하는 제도에 대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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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령, 박경철 2005). 

  경관관리에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공모전의 형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전통적이고 독특한 양식의 경관주

택 보급을 위해 콩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환경 정비와 지역 이미지 홍보 등의 효과를 함께 거둔 일본 카네야마

정의 사례는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아가 참여의 범위를 해당 경관관리 시책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

를 갖는 주민들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얻게 

된 지역의 브랜드 명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의 제품을 판촉하

고 홍보하자면 보다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참고로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관광지 주변의 경관 정비와 통일된 

이미지 제공을 위해 용대리주민자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를 내걸고 광고물을 정비하는 시책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용대리의 3개 지구별로 각각 차별화되면서 통일된 간판을 조성

토록 관련 주민들의 합의를 끌어모은 바 있다. 이처럼 경관 정비와 보

전 시책이 중요한 지역의 현안이 될 경우, 반드시 법제도의 틀을 빌리

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협의체 구성을 공공에서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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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통일된 이미지로 정비한 간판(인제군 용대리)

2.5 농촌 마을 단위 경관협약제도 도입

  단순히 경관의 보전에 머무르지 않고 경관의 개선과 적극적인 경관 

창출까지 목적으로 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목적에서 도입해야 할 시책이 경관협약제

도이다. 경관협약은 지방공공단체와 주민, 혹은 주민상호간, 행정에의 

주민참여의 의미를 포함하여 합의에 의한 경관형성 및 보전을 목적으

로 하는 것이다(심상욱 2002).

  농림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삶의질 특별법에서도 농산어촌의 경관보

전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 단위 협약 체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

나 경관협약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경관보전직불제에 의해 일부 

작물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금 제공으로 축소되어 제도가 운 되고 있

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시범사업 방식으로 경관협약제도를 도입하여 

운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점차 그것을 확대시켜가는 정책적 노

력이 필요하다.

  경관협약 도입과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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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주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협약에 대해 크게 구분해볼 때, 

①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여 가능한 옵션에 대해 강제적인 계약사항으

로 요구조건에 명기하는 국의 ESA와 CSS제도의 방식과 ② 농촌의 

환경과 경관보전을 위해 농업경 체(개별농민, 지역조합, 농민조직, 꼬

뮌 연합체 등) 스스로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와의 계약 체

결을 하는 프랑스의 CAD 방식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1997년 신농업기본법에 따른 ‘다원적 기능’, ‘지속가

능한 발전’, ‘국토정비’ 등의 기본이념 구현과 구체화를 위한 정책으로

서 CTE를 실시한 바 있다. 농업경 체 스스로 그들의 농업 환경에 적

합한 환경 친화적․경관 보전적 사업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와

의 계약 체결을 통해 이를 실현하게 하는 제도가 CTE이다. 이 제도에

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항목은 농업 환경 자원을 포괄하며, 경관관리의 

경우 작물 식재뿐 아니라 건축자원, 자연공간 보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CTE 제도 하에서는 사업 계획서 작성과 계약서를 만

드는 과정이 여러 차례의 교육․훈련 과정을 겸하고 있다. 농업회의소

를 비롯한 유관 기관의 전문가와 농업인이 농업환경에 대한 진단, 경

에 대한 진단, 지역의 환경 기준과 관련한 농업 환경의 조성 방향, 

구체적인 농가의 활동범위 등에 대하여 공동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

달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CTE는 2003년 11월부터는 중단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한편 재원운 의 합리성, 환경 및 경관 보전 의무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CAD제도로 변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와 국의 경우 우리의 경관협약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비교해서 살펴볼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CTE, CAD의 경

우 지방의 여건에 맞도록 융통성 있는 내용으로 주민과 국가가 계약

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반면 국은 전반적인 그림을 국가가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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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 중 우리의 상황에 더욱 적합한 것은 어떤 방식일지 면 히 검토

가 필요하지만, 지역 나름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한 경관보전사업을 주

민들이 나름의 자율성을 갖고 해나가자면 후자의 방식이 나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공무원 조사 결과에서는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나 재정 

지원 등에서 중앙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

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7>. 지자체의 재원 부족이라든

지 프로그램 운 의 노하우 부족이 이러한 응답 결과를 낳았다고 생

각된다. 다만 농정 업무 담당자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주민들의 주

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표 5-7.  마을 단위 경관협약의 추진 방식

단위: %

협약 추진 방식

담당 업무

계도시지역

계획

농정 및 

농촌개발
경관관리

중앙정부 주도로 지원프로그램을

만들고 재정지원
61.0 43.3 72.7 52.1 

지역 여건에 맞는 협약프로그램이

되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섬
12.2 13.4 18.2 13.4 

주민들간 스스로 협약이 만들어지도록 

공공은 필요한 지원만 제공
24.4 43.3 9.1 33.6 

기타 2.4 0.0 0.0 0.8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입각했을 때, 중앙정부가 정책 추진의 큰 틀

을 마련하고 사업 지침을 제시하는 한편 예산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

이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경우는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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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보전 경관을 선정하고, 협약 당사자로서 예산의 일부를 분담하

며, 협약의 이행 등을 관리하는 의무를 갖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경관 관리자는 협약 당사자로서 협약 내용에 근거하여 경관 관리 

의무 활동을 수행하며,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경관협약의 추진을 위해서는 직접지불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직접지불금은 기본비용과 관리비용으로 구성되는데, 기본비

용은 해당 지구 내 농경지에서의 농업생산 활동에 대한 비용이고, 관

리비용은 협약 내용을 근거로 농경지 및 주변지역 경관관리에 소요되

는 실비용이다. 정확한 지불금액 수준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각 마을 단위에서는 해당 지구가 지니고 있는 경관 자원의 유형을 

감안하여 협약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 

농촌 경관자원에 대한 현황조사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이 선

행되어야 한다. 경관 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마을 곳곳에 숨겨진 경관자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마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이 바라보는 경관

은 도시민들과 달리 그냥 지나치면서 바라보는 배경에 지나지 않는 

경관이 아니다. 그것은 주민의 삶터로서 여러 가지 의미와 이야기거리

가 담겨 있는 경관이기도 하다. 따라서 누구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경

관자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경관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은 전문

가와 주민이 서로에게서 배우는 과정이다. 전문가의 기법과 주민이 삶

터에 대해 오랜 기간 지녀온 경험이 함께 어울리는 과정이다. 

  경관협약을 위한 경관자원 조사 과정은 결국 경관계획 수립과 병행

해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관계획을 세울 때는 먼저 마을에 

어떤 경관자원이 분포하는지 찾고 이를 경관지도로 표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경관자원 조사 후에는 가치가 있고 내세울 만한 경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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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마을 지도 위에 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역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이다.66

  경관협약제도는 경관지구 등 보전지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규제 중심의 보전지구 설정에 그치지 않고 

이를 경관협약과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경관보전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조례 등을 통해 지

정된 지구에 대한 관리 방식으로는 경관협약이 효과적이리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도입될 ｢경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협정 

관련 내용을 농촌 경관 정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검

토가 필요하다. 국토계획법의 경관지구와 보다 접한 관련을 가질 것

으로 예상되는 경관법의 경관협정의 경우 주민 간 협정 방식을 취하

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건축협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주로 

도시의 개발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 간의 자율적인 협정으로 이루어지

는 방식으로 주택지의 경관관리를 하는 방식이 농촌지역에서도 활용

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2.6.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농촌 경관자원 조사와 DB화가 필요하다. 무엇

66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운치가 있는 돌담길, 오래된 나무, 독특한 바위, 주요 

조망점 등의 경관자원을 찾아서 도면에 표현한다. 특히 방문객들이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조망점이 좋은 곳을 찾아보고, 인근의 

경관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탁 트인 곳이 어디인지도 표시한다. 그

러한 지점에는 나중에 전망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경관

자원만이 아니라 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앞으로 정비가 필요하거나 나무 등

을 심어서 가려야 할 곳 등도 도면에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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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 어떠한 경관이 우리의 농촌다운 경관인지에 대해 뚜렷한 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작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경관자원

에 대한 조사는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하는 것도 한 방

법이다.67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경관자원 조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장 판

촉 목적의 관광자원 조사에 치중하게 마련인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자

원 조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전이 필요한 경관

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보전 시책으로 어떠한 정책이 요구되는지 파

악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농촌 경관자원 DB 조사의 우선 목적이 되어

야 한다. 

  도시민들 역시 농촌경관에 대한 이해당사자로서 중대한 역할을 발

휘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도시민 일반을 대상으로 농촌경관에 대한 관

심과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납세자이자, 농촌 

방문객이며, 잠재적인 농촌 주민이기도 한 도시민 역시 농촌경관 보전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68

  농촌경관에 대한 단순한 홍보와 안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속적

인 도농교류를 맺도록 하고, 농촌 마을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

력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와 이벤트도 필요하다. 일회성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농촌경관 사진전, 그림대회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농촌경관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을 일으키는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67 국의 농촌 경관보전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인 CPRE에서 주관하여 농촌의 

평온함을 나타내는 지도(tranquility map)를 시민의 참여 하에 광범위한 작업

을 거쳐 작성한 사례도 있다.
68
 이와 관련하여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나 일본의 다락논 오너제의 사례를 상

기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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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도시화 및 근대화의 물결 속에 전통적인 농촌 모습이 훼손되고 사

라지고 있다는 지적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

이 아닌 그러한 현상이 좀 더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던 것은 지

난 1990년대 중반 준농림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농촌 난개발 문제를 

계기로 해서 다. 논 가운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농촌 마을에 어울리

지 않는 공장과 창고가 난립하고, 도로변에는 우후죽순처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현상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농촌 경관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대두되었던 것은 바로 그 무렵이

라 하겠다.

  최근 들어서는 농촌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을 통해 쾌적한 농촌을 

가꾸고자 하는 관심과 더불어 그것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특히 고장의 판촉을 통해 

지역 활로를 모색하려는 농촌의 경우 더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관자원을 보전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방문객

도 끌어오고 지역 활력도 높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경관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만한 정책 수

단에 대한 고민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시책들은 

뜻하지 않게 좌초하거나 당초의 기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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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경관관리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들이 있게 마

련이고, 효과적인 경관 관련 시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인 걸림

돌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농촌 경관을 보

전하고 형성하고 창출할 수 있을지 실태 조사와 제도 연구의 바탕 하

에서 나름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 다. 그래서 먼저 이

론 및 기존의 논의 검토를 통해 농촌 경관의 특질을 살펴보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출하 다. 

그리고 현행 법률 내용을 검토하여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

한 후, 농촌의 경관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법제도, 조례, 경관시책 및 

사업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람직한 농촌 

경관 창출과 보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지향할 방향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한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얻어낸 사항들을 간략히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1) 농촌 경관의 특질 및 경관관리의 필요성

  농촌 경관은 도시 경관과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

로 건조환경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경관에 비할 때, 농촌 경관은 자연

적인 요소가 두드러지므로 건축물에 대한 제어를 통해서만 경관을 관

리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주거, 생산, 여가 등의 기능들이 공간적으

로 엄격히 분리되지 않는, 용도의 혼합이라는 특징은 경관에도 반 되

어 나타난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여가와 휴식 기회를 제

공하는 빼어난 경관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민의 일상생활 및 

생업과 연관되는, 경관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요소들도 불가피하게 섞

여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농촌 경관은 신개발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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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경관이 아니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활동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성(externalities)을 갖는 

공공재의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 농촌은 개발수요가 근

본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개발행위나 사업의 과정에서 적극

적으로 경관을 창출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특성이 농촌 경관관리에 

대한 공공의 정책적 개입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농촌 경관이 어메니티 자원으로서 갖는 가치에 

특별히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특히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농촌 경관이 외부 수요를 

겨냥한 판촉의 대상이 되면서 새로운 종류의 이해관계 상충이 나타나

기도 한다. 목가적인 전원이라든가 이상향으로서 농촌 등의 이미지로 

농촌이 포장되기도 하면서 그것이 실제 농촌에서 거주하고 생산활동

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그에 대해 갖는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

다. 나아가 전통적인 농업 생산 기능보다 시각적인 경관관리가 우선시

되면서, 농촌에서 새로운 갈등을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촌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구성도 예전에 비해 더욱 복잡해졌

다. 동질적이었던 예전의 농촌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여가 목적으로 

농촌을 방문하는 도시민이나 신규 유입 인구, 개발업자 등도 농촌 경

관관리와 관련되는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그만큼 농촌 경

관관리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농촌의 경관 보전 및 어메니티 개발․이용을 목적으로 한 정책 수

단들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즉 많은 선진국의 경우는 전통적인 규제 위주의 경관관

리 제도뿐 아니라 이해당사자와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관리수단들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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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 경관관리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지역지구제(zoning) 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법

제도는 농촌 경관관리에 제약점이 된다. 지방의 발전계획에 입각하여 

그 합치 여부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국의 계획

허가제(planning permission)와 달리, 용도지역별로 규정된 허용행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기준만 충족할 경우 경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제나 ｢국토

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제 역시 농촌 경관관리의 기능을 발휘하기에

는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촌 경관관리는 주로 보전 목적으로 

각종 법률에 입각하여 지구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농촌 경관계획과 관련되는 법률로는 ｢국토계획법｣에 입

각해서 수립되는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부문계획, ｢삶의 질 향

상 특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시‧군 기본계획, ｢경관기본법(안)｣에 의

한 경관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대체로 계획 내용을 실현할 만

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해 선언적인 계획에 그치는 편이며, 내용 

면에서도 농촌의 경관관리에 적합한 내용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다. 

  경관관리를 위한 지구의 경우 대개 개별법들에 의해 관리되며, ｢국

토계획법｣의 경관지구를 제외하면 농촌의 경관관리에 적합한 지구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경관지구 역시 농촌 경관관리에 폭넓게 활용하

기에는 제약점이 있다. 법률상에 농촌에 적합한 용도로 세분되어 있지 

않으며, 조례에 의해 융통성 있게 운용하기에도 제한이 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지정되므로, 조례나 타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각종 지구의 경우는 경관지구로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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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경관심의 등의 경관평가를 통한 개발행위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이 역시도 제한이 있다. 소규모 개발행위

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법률적 미비점들이 현행 농촌 경관관리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제약점들 때문에 상당 부분 농촌 경관관리는 

조례라든가 각종 경관관리 시책을 포함한 단위 사업 집행 등의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3) 농촌의 경관관리 실태와 문제점

  법률 내용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실제 법제도의 

집행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경관계획 수립 사례를 보면, 현

황 분석과 문제 진단․대안 제시 등에서 농촌 경관에 적합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원론적인 분석에 그치거나 도시적인 계획 방식에

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의 경우에도 농촌 지역에 적합한 경관관리 내용을 담지 못하고 시‧군 

별로 별다른 차별성 없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시‧군의 계획 수립 

담당자인 공무원 자신이 조사 결과 이들 계획이 실천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답변을 내놓고 있다. 

  경관지구 역시 그다지 활발히 지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상당수  

지역에서 경관지구가 별도의 규제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

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요약하자면 현행 법률로는 구속력 있게 농촌 

경관을 관리할 만한 수단이 마땅히 없다고 하겠다. 대개의 보전지구는 

개별법에서 지정되어 관리되며, 국토계획법의 경관지구 활용도는 높

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개의 농촌은 제도의 사각

지대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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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조례를 통한 경관관리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경관형성

조례 등에 입각해서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드물지만 일부 시‧

군은 자체적인 조례로 나름대로 개발행위에 대한 경관심의를 하기도 

한다. 조례를 직불제 등의 여러 지원사업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제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보다 조

례의 실천력 부족을 꼽을 수 있겠다. 법적 구속력이 약해서 선언적인 

수준의 경관관리에 그치는 것이 상당수 지자체의 현실이다.

  각종 정책사업과 경관시책을 추진하여 이를 통해 경관 정비를 노리

는 경우도 많이 있다. 직불제도, 각종 마을개발사업, 경관주택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관련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나치게 관광개발 위주

의 사업 아이템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사업이 주로 공공의 

주도로 이루어져서 주민참여가 저조하며, 무엇보다 각종 사업이 벌어

진 사업 대상지 주변의 무임승차식 개발행위를 억제해가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농촌 경관관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

  여기서는 바람직한 농촌 경관관리 정책 모색을 위해 단순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방향에 대해 

다루고자 하 다. 우리나라 농촌 경관관리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

로 몇 가지를 제시하 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주민참여 지

자체 주도형 경관관리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지

역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그것이 나름의 지역브랜드전략으로 발

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 이미지가 되는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활동들이 연계와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는, 경관관리 방식을 보다 다변화하여 협약 등 주민의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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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는 다양한 경관관리 수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큰 방향 하에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 다. 첫째로, 경

관계획이 보다 내실화되어야 한다. 농촌다운 경관계획 지표를 만들어

야 하며, 지역 특성을 반 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계획 수립 과

정에서 농촌의 경관자원에 대한 면 한 현화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급 경관계획들 간에 연계와 역할 분담을 적절히 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다.

  둘째로, 경관관리 조례를 보다 활발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조례 자

체가 제약점이 있으나 조례 운  경험이 풍부한 일본의 경우에서 보

듯이 주민참여 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경관관리 효과

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로, 경관관리 법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국토계

획법｣의 경관지구 관련 내용부터 보완이 필요하다. 경관지구 운용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제정 등에서 지자체 재량을 확대해야 하며, 타 법

률이나 조례에 의해 지정된 관리지구의 경우도 경관지구로 받아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무엇보다 경관계획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의 경관법과 같이 경

관지구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은 경관계획구역에 대해 행위제한 등 

법적 구속력을 행사하는 법제도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관 가꾸기 주민

협의회’ 등과 같은 기구가 필요하며, 공식적인 참여 제도 이외에 자발

적인 경관관리 활동을 주민들이 벌일 수 있도록 각종 공모전 등도 벌

일 수 있겠다. 

  다섯째로, 농촌 마을 단위 경관협약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단

순히 경관의 보전에 머무르지 않고 경관의 개선과 적극적인 창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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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여 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위한 제도가 경관

협약이다. 그러나 선결되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무엇보다 프

로그램 마련과 자금 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직불금의 수준을 적정하게 결정해야 하며,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와 DB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관협약제도는 다른 

관리수단들과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로,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농촌 경관에 대해 국

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는 역할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이벤트 

추진 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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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농촌의 경관 관리 현안에 대한 시․군 담당자 조사표

■ 응답자

  ○ (         )시/도   (         )시/군 

  ○ 성명 (             )    연락처 (     -      -      )

  ○ 담당 업무 (     )

  ① 도시․지역계획   ② 농정 및 농촌개발   ③ 경관관리   ④ 

기타

  ○ 현재 담당 업무 종사 기간 (     )

  ① 1년 미만      ② 23년      ③ 3년5년      ④ 5년 이상

  ○ 연령대 (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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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 관리 현안과 과제

1. 귀 시․군의 농촌 경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      )

① 공장, 축사, 택지 등의 개발행위 규제와 농경지 보전

② 전통적인 모습을 갖춘 농촌 마을의 경관 보전과 관리

③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관광지 주변 경관 정비

④ 자연환경 및 생태 경관 보전

⑤ 기타 (                                             )

2. 귀 시․군에서는 농촌 경관에 특히 큰 향을 주는 개발행위는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의 개발행위 각각이 농촌 경관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가아)

농촌경관에
미치는 향

개발행위 종류

매우심각
하다

약간심각
하다

보통이다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가. 농경지나 녹지대 주변에 들어선 
대형 아파트

나. 농촌 마을 일대의 공장, 창고

다. 농경지, 마을 주변의 축사 등 
농업용 시설

라. 도로변의 대형 간판과 각종 
광고물 설치

마. 산, 강, 계곡 주변에 들어선 
음식점, 숙박시설

바. 주변 농촌의 전통적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마을 내의 주택

사. 도로, 철도 등 대형 토목사업

아.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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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 시․군에서 바람직한 농촌 경관 관리를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점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촌 경관을 해치는 개발행위를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

② 농촌 경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

③ 무엇이 농촌에 어울리는 경관인지에 대해 정답이 없다

④ 개발 수요 자체가 부족하여 바람직한 경관으로 유도하기가 어렵다

⑤ 농촌 경관관리를 담당할 만한 전문인력과 전담부서가 없다

⑥ 기타 (                                                        )

□ 경관 관련 시책 운  현황과 평가

4. 귀 시군에는 경관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련 조례가 

있을 경우 아래 표에 조례 명칭과 근거법령 유/무, 근거법령 명칭을 모두 기입

해 주십시오.

경관 관련 조례 명칭 근거법령 유/무 조례의 근거법령 명칭

1)  (                  )

2)  (                  )

3)  (                  )

4)  (                  )

5)  (                  )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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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귀 시․군에는 경관의 보전과 형성을 위해 위에서 답하신 조례에 입

각하여 지정해둔  지구가 있습니까? 있을 경우 해당 지구의 명칭을 

모두 써주십시오.

(                                                           )

5. 선생님께서는 지자체 나름대로 농촌의 경관 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하는 

각종 조례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경관 관리를 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

이다

② 다소 한계는 있으나 운 하기에 따라 지자체가 경관 관리에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③ 법적 구속력이 약해서 농촌 경관 관리에 선언적인 효력 이상을 발

휘하기 어렵다

④ 기타 (                                                 )

6. 그동안 귀 시․군의 농촌지역(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된 경관 관

련 사업이나 시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래 보기 중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꽃나무 식재, 꽃길 조성 등의 조경사업  (     )

② 통일된 이미지로 안내판, 간판 정비 (     )

③ 경관주택 건설 지원과 유도 (     )

④ 각종 마을 단위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관 관련 시책 (     )

⑤ 일정 기준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한 경관심의 (     )

⑥ 절개지, 송전탑 등 경관 위해요소의 경관관리(차폐, 녹화 등) (     )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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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농촌의 경관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나타내고 있습니

다. 보기에 제시한 수단들이 농촌의 경관을 관리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라 생

각하시는지를 각각에 대해 5점 척도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정책의 효과

경관 관련 시책 종류

매우효
과적

어느 
정도
효과적

보통
이다

그다지
효과적
이지
않음

전혀 
효과적
이지
않음

가. 필요한 곳을 보전지구로 지정하고 
각종 행위제한 적용

나. 기준에 명시한 개발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시행

다. 마을 단위 협약이나 주민협정 체결을 
통한 경관 관리

라. 농업 경작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직접지불제

마. 농촌의 각종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 
시행자(공공, 민간)가 직접 경관 
형성

바. 경관주택 건설 등 주민의 개별적인 
경관 보전 활동에 대한 공공 지원

사. 기타 (                       )

8. 최근에는 건설교통부의 주관 하에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과 형성에 필요한 사

항들을 정한 (가칭) 경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경관법이 

도입되면 농촌 경관 관리에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① 경관법 도입은 시의적절하며, 농촌 경관 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② 농촌 경관 관리에 다소 한계도 있겠지만 도입에 따른 효과도 있을 

것이다

③ 농촌 경관 관리에는 경관법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 8-1번)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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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경관법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답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

까?    (위에서 ③번을 답하신 분께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① 경관법이 주로 도시를 대상으로 하므로 농촌에는 맞지 않는다

② 타 법률과 연계되지 못하여 법적인 구속력 없이 선언적인 수

준에 그친다

③ 경관 관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사업과 충분히 연계되

지 못한다

④ 기타 (                                                   )

□ 각종 경관 관련 계획에 대한 의견

9. 선생님께서는 각종 농촌 경관 관리계획을 수립 시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보기에서 두 가지만 골라 주십

시오. (      ), (      )

① 주변 농촌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 조성

② 농작물 경작 관련 경관의 보전과 관리(경관작물, 다락논 등)

③ 가치가 높은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지구 지정

④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관 보전과 형성 사업

⑤ 농촌의 자연 경관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

⑥ 일정 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경관심의

⑦ 주요 도로변 가시권의 경관 유도와 차폐

⑧ 기타 (                                                )

10. 다음 보기에서는 시․군 지자체 단위에서 수립하는 경관 관련 다양한 계획

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중 어느 것이 농촌의 경관 관리를 위

한 사항을 가장 충실하고 실천성 있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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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군)기본계획

② 도시(군)관리계획

③ (제2종) 지구단위계획

④ 삶의질 향상 특별법에 의한 시․군 기본계획

⑤ 경관형성계획 또는 자연경관기본계획

⑥ 향후 도입될 (가칭)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⑦ 특정 사업이 시행되는 마을 단위에서 수립한 경관계획

⑧ 기타 (                                                    )

1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약

칭 ‘삶의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시․군의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농

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

생님께서는 농촌 경관 관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이 어떠

한 효과를 가지리라 생각하십니까? (      )

① 경관 관련 사항을 충실하게 다루지 못할 것이다

② 충실한 내용을 담더라도 실제 사업으로 실천력 있게 뒷받침되지 않

을 것이다

③ 농촌 지역에서는 타 경관계획에 비해 현실적이고 실천력 있는 계획

이 될 것이다

④ 기타 (            )

□ 경관 보전을 위한 지구 지정

12.  귀 시․군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에 기존의 도시지역 이외의 농촌

지역에 대해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입

각한 경관지구를 지정하실 예정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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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에도 경관지구 지정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② 경관지구 지정이 필요하지만 주민 반응을 감안하여 지정 여부를 결

정할 것이다

③ 우리 지역은 이미 타 법에 의한 규제가 중첩된 곳이 많으므로 추가

로 경관지구를 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④ 우리 지역은 개발수요 자체가 없어서 경관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⑤ 기타 (          )

12-1. 귀 시․군의 농촌지역에 경관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곳

은 몇 군데나 됩니까? (위의 12번 질문에서 ①번 또는 ②번으로 

응답하신 분께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군데

13.  향후 도입될 (가칭) 경관법에서는 경관지구의 관리를 위해 다음 보기의 수

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떠한 수단이 농촌의 경관

지구 관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제2종) 지구단위계획

② 경관 관련 조례 

③ 주민들이 체결한 경관협정

④ 농촌개발 관련 각종 경관사업

⑤ 기타 (                           )

14.  선생님께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국토계획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별도의 경관 보전 목적의 

지구를 농촌에 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국토계획법과 연계되지 않는 지구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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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정 요건과 절차를 충족할 경우 해당 지구를 국토계획법에 입각한 

경관지구에 준하는 것으로 받아주면 무방하다

③ 국토계획법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지구 지정

을 해도 상관없다

④ 기타 (             )

□ 각종 농촌개발사업과 연계된 경관 관리

15.  최근 각종 마을 단위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속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실시 이

후에도 난개발 방지와 경관 보전 등을 위한 여러 가지 관리 수단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러한 농촌개발사업이 시

행된 대상지의 경관 관리를 다음 중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     )

① 사업 대상지 일대를 국토계획법의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관리

②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마을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

③ 각종 직접지불이나 협약 방식으로 경관 보전활동에 대해 공공에서 지원

④ 공공에서 직접 해당 지구의 경관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⑤ 특별한 수단이 필요 없고 기존 법제도의 토지이용규제로 관리

⑥ 기타 (    )

15-1. 귀 시․군의 농촌지역 중에는 위와 같은 별도의 경관 보전 시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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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농림부에서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관보전직접

지불제의 운 과 관련한 질문들입니다. 각각의 물음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를 

답해 주십시오. (16번은 농정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만 해당되는 질문

입니다.)

16-1. 직불금 액수가 적어서 참여하려는 농가가 많지 않다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6-2. 직접지불 대상이 되는 작물의 종류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6-3. 소득 작물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신청하려는 농가가 적다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6-4. 대상지 중 농촌관광과 연계되지 않는 곳이 많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7.  귀 시․군에서는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이외에 자체적인 

재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시는 직접지불 방식의 경관 관리사업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③ 지금은 없지만 도입할 계획이다

17-1. 위 질문에서 ①번 또는 ③번을 답하신 경우, 해당 시책 명칭을 아

래에 적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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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마을 단위의 경관협약을 통해 농촌 경관 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추진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재정 지

원을 해야 한다

② 지역 여건에 맞는 협약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

으로 나서야 한다

③ 마을 주민들 간에 스스로 협약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공공은 필요한 

지원만 한다

④ 기타 (            )

19.  끝으로 농촌 경관의 보전과 형성을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의 조치나 개선해

야 할 제도, 향후 정책 방안 등에 대해 평소 생각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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