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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來에 들어 造景學分野에서는 景觀評價라는 用語를 많이 利用하고 있는 데 이 用語의 

擺念속에는 여러가지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 美國을 비릇한 西歐에서는 景顆評價를 두가지 

로 區分하여 使用하고 있는 데 우려나라에서는 별로 區分하지 않고 混用하고 있는 실정이 

다. 즉 英語로는 landscape assessment와 landscape evaluation을 區分하여 使用하고 있다. 

Laurie는 景觀評價(Landscape Assesment) 는 景顆의 特徵이 나 內tE된 視覺的 質에 대 해 觀

察者가 美的錯賞을 통해 視覺的 質을 記錄하는 過程이 라고 보고 景觀評定(Landscape

Evaluation)은 視覺的 質의 評價에 의 해 두개 혹은 그 이 상의 景觀간의 相對的 關係를 파 

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Kaplan은 景觀評價 (Landscape Assessment) 란 A間에 의해 選好될 가능성이 있는 景觀을 

파악하기 위 한 節次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2) 또한 Brown 등응 景觀評價 (Landscape 

Assessment) 란 景顆의 評價블 推定하거 나 혹은 評價하는 手段이 라고 定義하고이 擺念은 財

E훌脫를 評價하는 것과 類似하다고 말하고 있다. 反面에 景觀評定(Landscape Evaluation) 이 

란 代案을 比較하는 것￡로서 여 러 種類의 播在的인 士地利用이 景觀價f直에 미 치 는 影響을 

* 서 울大學校環 境大學院 助敎授
** 本 흉다究는 1984年度 文敎部 學術맑究 助成費의 支援에 의 해 이 루어 진 것 이 다. 

(1) Ian C. Laurie, “ Aesthetic Factors in Visual Evaluation," in E.H. Zube, R.O. Brush and J.G. 
Fabos (ed.) Landscape Assessment, Dowden, Hutchinson & Ross, Inc. , Stroudsburg, 1975, 
p.103. 

(2) Stephen Kaplan, “An Informal Model for the Prediction of Preference," in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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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較評定하는 것￡로 擺念짓고 있다 (3) 

Zube 등은 景顆評價 (Landscape Assessment) 란 景顆資源￡로서 의 (Scenic Resources) 景觀

에 대 한 視覺的 文化的價植를 判斷하고 評價하는 것이 라고 (4) 말하고 있 o 며 Itami는 景觀評

定(Landscape Evaluation) 이 란 土地利用의 代案들이 景觀의 質에 미 치는 結果를 提示하고 

比較하는 것 (5)으로 定義하고 있다. 

學者들마다 使用하는 用語의 擺念이 약간씩 差異는 있지만共通的a로景觀評價(Landscape 

Assessment)와 景觀評定(Landscape Evaluation)은 擺念을 區分하여 使用하고 있다. 以上

列學펀 學者들의 見解들을 縣合하여 보면 景觀評價(Landscape Assessment) 란 景觀의 質을 

비롯한 視覺的 文化的價f直블 推定하고 判斷하며 評價하는 것을 意、味하는 反面에， 景觀評定

(Landscape Evaluation) 이 란 視覺的 質의 評價에 의 해 土地利用의 代案들이 景觀의 質에 미 

치는 影響을 比較評定하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II. 景觀評價의 方法

1. 農觀評置方法의 類型

本 짧究에 서 는 앞에 서 區分하여 使用했던 擺念 中 景觀評價 (Landscape Assessment)를 對

象A로 하고 있으며 景顆評定(Landscape Evaluation)응 除外시키고 있다. 

景觀評價方法은 그동안 많은 陽究를 통해 多樣하게 評價方法들이 開發되었는 바 이들 方

法들을 大別하여 보면 몇가지 類型우로 區分할 수 있다. 景觀評價 方法들의 類型을 區分하 

는 데도 學者들마다 相異하게 分類를 하고 있다. 

Daniel 풍은 景觀評價方法의 類型을 세 가지 혹 分類하고 있는 바 이 들은 (1) 記述的 明細

化法 (Descriptive Inventories) (2) 調훌 및 設問紙法 (Survey and Questionnaires) (3) 知覺

選好度評定法(Evaluation of Perceptual Preferences) 들이 다 (6) 

여기에서는 記述的明細法음 景觀美와 關聯된다고 생각되는 景觀形象이나 景觀構成要素을 

을 選定하여 이들에 관한 明細目錄을 만드는 方法이다. 調훌 및 設問紙法은 景觀의 質에 

關聯된 設問을 이용해 選定된 應答者들에게 調훌를 해서 景觀을 評價하는 法이다. 이 方法

의 기본 假定은 應答者의 選好度는 景觀美와 關聯性이 있다는 點이다. 知覺選好度評定法은 

調호 및 設問紙法과 類似한 方法￡로서 觀察者의 判斷을 통해 景觀의 質을 計劃한다는 點

(3) T.]. Brown, R. M. Itami and R. J. King, Procedures for Laηdscape Assessment & Maηagelηeηt， 

Landscape Principles Study Vol. 2, Univ. of Melbourne, 1979, p.8. 
(4) E.H. Zube, R.O. Brush, and J.G. Fabos. (ed.) op. cit., p.183. 
(5) R.M. Itami, “Scenic Quality in Australia-A Procedure to Assess and Evaluate the Visual 

Effects of Land Use Changes," Univ. of Melbourne, MLA Thesis, 1979, p.11. 

(6) T.C. Daniel and R.S. Boster, Measuring Landscape Esthetics; The Sceηic Beauty Estimation 
Method, U.S. Forest Service Research Paper RM-167, 1976,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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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같A나 調효方法에 있어서 知覺選好度評定法의 경우는 直接的 表現手段안 景觀寫훌이나 

實際景觀을 使用하는 點이 差異가 있다. 

Dearden은(7) 景觀評價時 使用하는 接近方法에 依據해 類型을 區分하고 있는데 (I) 現場

寫主의 方法 (Field-based Methods) (2) 代用物을 利用하는 方法(Surrogate Methods) (3) 

測定技法에 의한 方法(Measurement Techniques)의 세가지로 分類하고 있다. 現場寫主의 方

法은 觀察者가 直接現場에서 景觀을 보고 評價하는 方法을 말한다. 代用物을 利用하는 方

法음 景觀을 現場에서 直接보고 評價하는 代身 實際景顧을 代用할 수 있는 代用物안 寫륨 

등을 利用해 景觀을 評價하도록 하는 方法이다. 測定技法에 의한 方法은 視覺的 質에 寄與

할 것으로 보이는 景觀要素를 究明하고 各 要素別 寄與度를 反映하는 點數를 戰課하여 地

圖나 做호寫륨을 利用해 景觀에 태한 評價를 하는 方法이다. 

Arthur등윤 (8) 景觀評價方法에 關聯된 文敵들을 檢討하여 세가지 範購로 區分하고 있는데 

(I) 記述的明細法(Descriptive Inventories) (2) 一般大象들에 의한 評定法(Public Evalua

tions) (3) 經濟的分析法(Economic Analysis)우로 分類하였다. 記述的明細法은 Daniel에 의 

한 分類에서의 記述的明細法과 類似한 意味로 使用하고 있다. 一般大聚들에 의한 評定法음 

주로 一般大쨌들의 景觀에 대 한 選好度에 근거 한 方法￡로 Daniel의 知覺選好度評定法과 

類似한 意味를 가지고 있다. 

經濟的分析法응 美的資源에 대한 經濟的 評價를 통해 經濟的意思決定過程에서 審美的훌素 

에 대 한 考慮가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方法이 다. 이 저l 까지 景觀寶源의 美的價{直가 傳統的

經濟分析에서는 說明되지 못하고 있었던 點에 대한 反撥的 試圖로 이루어진 評價方法이다. 

Itami는 (9) 景觀評價方法을 네 가지 로 區分하여 (1) 直觀的判斷에 의 한 方法(Philosophical

or Intuitive Judgements) (2) 視寶的 景觀構成훨素에 主觀的 加重f直를 주는 方法(Subjective

Weighting of Visual Landscape Components) (3) 一般大쨌의 選好度昭究에 의 한 方法 (Public 

Preference Studies) (4) 經濟的評價方法 (Economic Evaluation) 오로 分類하고 있 다. 

여 러 짧究者들의 景觀評價方法의 分類體系를 檢討해 볼 때 Itami의 分類體系가 가장 包

括的A로 類型을 分類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本 陽究에서는 Itami의 類型別 分類

에 맞추어 景觀評價法을 서 술할 것이 다. 

2. 直觀的 *IJ斷어l 의한 方法

이 方法은 景觀의 構成흉흉素나 變數보다는 知覺者의 感情에 더 關聯을 가지며 記述的이고 

非計量的인 方法이 다. 이 方法에 서 는 景觀을 全體로서 파악하며 景顧固有의 價f直를 考慮하 

(7) P. Dearden, “Landscape Assessment: The Last Decade," The Caηadiaη Geographer, VoL 
XXIV, 3., 1980. pp.316-324. 

(8) L.M. Arthur, T.C. Daniel and R. S. Boster, “Scenic Assessment: An Overview," Landscape 
Planniη'g， Vol. 4, No. 2, 1977, pp. 110-125. 

(9) R.M. Itami, op. cit., pp.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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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接近을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評價라기 보다는 專門家의 判斷을 意、見、決定이나 計劃의 

根據로 하여 明細化 (Inventory)하는 방볍 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方法은 景觀資源에 대 한 適

切한 情報가 없고 適合한 現場愛員이 없을 때 어떤 地域의 景顆을 탕색하는 과정에서 이 

방법의 종當性이 認定될 수 있다. 直顆的 判斷에 의한 方法은 景觀評價方法의 初步的方法

무로서 이 方法이 發展되어 나머지 추후언급될 세가지의 景觀評價方法이 開發되었다. 이方 

法에 의 해 景觀評價블 實施한 事例는 Seddon 등에 의 해 호주의 빅 토리 아州의 Southern 

Mornington Peninsula의 景顆評價時 利用하였다(10) 

3. 記述的 明細化 方法(視覺的 景顧構成훌素에 主觀的加重f直를 주는 方法)

이 方法은 景觀의 視覺的測面을 彈調하는 接近方法으로서 , 景觀의 質에 寄與한다고 생 각 

되 는 景觀形象(Landscape Features) 이 나 景觀構成훨素을을 明細化하여 對照表를 만을고 이 

들 훨素들 別로 加重f直를 廳與하여 各 婆素別 景顆特性을 專門家들이 評價하는 方法이 다. 

이 方法에서는 세가지의 假定을 設定하고 있는 바 첫째는 全體景觀의 價{直는 이들 構成要

素들의 價f直의 結合에 의해 說明될 수 있다는 假定이고 둘째는 景觀美(Scenic Beauty)는 景

顆構成몇素에 內fE되어 있다는 假定 즉 景觀의 物的屬性에 內fE되어 있다는 假定이며 마지 

막a로는 專門家들과 一般大累들의 景觀美의 基準은 밀접하게 正의 相關關係가 있다는 假

定이다. 

그러나 Arthur 등은 假定들이 問題點이 있다고 指觸을 하고 있다(Jl) 첫째의 假定이 갖 

는 問題點은 Gestalt Psychology에 의 하면 知覺된 全體의 構成賣素는 그들 構成要素들이 結

合되어 이루어진 全體를 적절히 說明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提示히고 있다. 경우 

에 따라서는 景顆構成훨素간의 相互作用이 構成要素自體 보다 더 重훨할 때도 있다. 

둘째의 假定이 갖는 問題點은 景觀美는 顆察되는 對象物뿐 아니라 觀察者에게도 依存한 

다. 즉 觀察者의 過去經驗， 美的基準， 經驗等에 의해 影響을 받을 수 있기 해문에 景觀美

를 단순히 景顆의 物的屬性에 의해서만 評價하는 方法은 問題가 있다고 指網되고 있다. 

셋째의 假定이 갖는 問題點은 特定造景家의 美的基準응 一般大댔과도 一致하지 않고 다 

른 造景家의 基準과도 相異하다는 陽究結果가 많이 發表되었다. 따라서 專門家의 景觀美의 

基準에 의해서만 景顆을 評價하는 方法은 一般大꼈들의 基準에 立뼈한 評價方法과는 현저 

하게 相異할 수 있다. 

以上 列學된 이 方法이 갖는 問題點에도 不抱하고 그 동안은 이 方法이 造景分野에서 主

된 景觀評價方法￡로서 廣範圍하게 利用되어 왔 o 며 이 方法이 景觀評價와 景觀資源管理에 

寄與한 頁歡度도 높다고 할 수 있다. 

(10) G. Seddon, W.B. Calder, and M. Davis, A Landscape Assessment oJ. the 80μthern Morηington 
Peniηsula， Univ. of Melbourne, Center for Environmental Studies, Pub. No. 2, 1974. 

0 1) L.M. Arthur, T.C. Daniel and R. S. Boster, op. cit., p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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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述的明細化法의 類型에 屬하는 方法A로 開發되 었던 景觀評價方法들을 擺括的으로 살 

펴보기로 한다. 

(1) Philip Lewis의 方法 (12) 

美國 위 스콘신州의 景觀을 評價하기 위 해 開發된 方法이 다. 景觀評價를 위 해 서 220개의 

自然景觀과 文化景觀을 究明하여 이들을 地圖化시켰으며 各各의 景觀資源은 資源의 重몇度 

에 대 한 Lewis의 主觀的 判斷을 土臺로 點數를 戰課하였다. 各各의 景觀資源의 點數를 合

算하여 保護되어야 할 資源과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資源우로 우선적무로 考慮되어야 할 地

域들이 判別되었다. 

(2) Land Use Consultants의 方法 (13) 

이 方法에 서 는 視覺的 圍曉性 (Visual Enclosure) 을 土臺로 景觀地帶 (Landscape Tracts) 를 

劃定한 後 地形과 地表要素의 明細對照表(Inventory Check1ist) 를 근거로 景觀特性 細類型

(Character Subtype) 이 究明되 었 다. 그리 고 나서 景顆特性細類型음 景觀特性明細對照表에 

서 究明된 景觀훌素들의 主觀的評價를 土臺로 現場에서 評價하였다. 各 景觀몇素는 -2(나 

쁜 質的水準) "'2 (優秀한 質的水準)의 點數를 廳與하고 各 景觀地帶別로 合算하여 總點을 

算出하였다. 最終的으로는 各 景觀特性類型에 대한 點數를 質的等級으로 區分하고 이들을 

景顆의 質에 관한 地圖를 만들기 위해 各 景觀地帶別로 配分하였다. 

Lewis의 方法과 Land Use Consultants 方法의 두가지 가 갖는 特徵은 첫째 로는 景顆構成

홍를素가 專門家들의 主顆的判斷에 근거 하여 選定되 고 있무며 이 들 훨素가 完慶한가 그리 고 

適切한가에 대 해 理論的 根據가 없다는 점 이 고 둘째 로는 加重f直顧與에 있어 서 도 專門家들 

의 直觀的 判斷에 根據하고 있다는 點이 다. 

(3) Luna Leopold의 方法 (14) 

이 方法은 앞에서 提示되었던 두가지 方法이 景顆의 質을 構成하는 景觀構成要素를 評價

하는 理論的 根據가 不足한 點을 部分的￡로 解決해 주었다. 이 方法은 美國 아이다호州， 

Snake 江의 江景觀(River Landscape)의 質을 評價하는 技法으로 開發되었는 데 獨特한 景

觀이 日常的인 景觀보다 더욱 社會에 意味가 있다는 前提下에 景觀에 대한 一般的 需몇의 

決定因子로서 獨特性(Uniqueness)의 觀念을 利用하였다. Leopold음 江의 景觀을 評價하기 

위 해 크게 세 가지 그룹， 즉物理的몇素 (Physical Factors) , 生物學的 要素 및 水質 (Biologic 

and Water Quality) 와 A間의 利用과 關心 婆素 (Human Use and Interest) 로 나누고 각 그 

룹에 關聯된 46個項目에 達하는 景觀特性에 關한 明細팀錄(Inventory List)을 開發하였다. 

(12) P.H. Lewis Tr. “ Quality Corridors for Wisconsin," Landscape Architecture, 54(2) , 1964, 
pp. 100-107. 

(13) Land Use Consultants The Planning Class댐catioη 0/ Scottish Landscape Resources, Countryside 
Cornrnission, Woods of Perth Ltd. , Derth, Scotland, 1971, R.M. Itarni, op. cit. 

(14) L.B. Leopold, Quantitative Comparisoη 0/ Some Aesthetic Factors Among Rivers, Geological 
Survey Circular 620. U.S. Dept. of Interior,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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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Leopold에 의 한 江의 景觀評價를 위 한 評價훨素와 基準

內 容

34 I接近容易度-個A

351集園利用

36 I局地的 景致

37 I 비 스타 CVista) 

評 價

l 2 3 

:::z.. 룹 (5個) 

4 

10"'50 

10"'50 
10"'50 

5 

50 以上

50 以上
50 以上
除去困難

{規힘j 

i都市的輔裝路接近

l都市的輔裝路接近

펴l 쇄되거나 單調
| 로운 경치 
1폐쇄되거나 Vista 
j 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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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I展望의 限定 l障뽑없음 - 언에덕이 의나해 樹폐木쇄등 

39 I土地利用 l原生 l故草 1없採 

40 I公共雄設 j電障線에害없 의음한 - 公共시雄계設 차에단 의해 

41 變化의 程度 原狀態 - 變化(本質的)

42 며復可能性 自然며復 自然며復不能 

43 都市化 建物없음 많은建物 

44 特珠展望 無 特別한關心 

45 歷史的形象 無 많음 

46 不調和 無 { 많음 

出處 : Luna Leopold, Quantitative Comparison of Some Aesthetic Factors Among Rivers, U.S. 
Geological Survey Circular 620, 1969, p. 456. 

요든 훌素들은 5個그룹ξ로 範圍를 區分하여 各 與素의 特性에 의거해 어느 한 그룹에 屬

하도록 配分하였다. (表l 參照)

江의 景觀훨素들을 計量的 ó 로 比較하기 위 해 景顆을 比較할 對象地點은 江을 代表할 수 

있는 地點만을 寶際 體흉를 통해 선정하였다. 選定된 對象地點들을 比較하기 위해서는 序列

順位블 戰與하는 데 順位戰與는 獨特한 特質이 審美的， 景觀的 意味를 가졌는지 안가졌는지 

와 人間의 關心을 끌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關聯되는 相對的 獨特性에 의해 결청되었다. 

相對的獨特性은 獨特性比(Uniqueness Ratio)를 算出하여 表示되었는데 獨特性比의 算出

方法은 다음과 같이 이 루어 졌다. 例를들어 選定된 12個의 地點에 대 해 景觀評價를 한다고 

할 때 어느 한가지 團地몇素의 경우 어느 地點의 特性이 다른 11個 地點과 마찬가지로 같 

은 範購에 屬하게 된다면 그 地點은 11個의 他地點과 共通되는 特性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獨特性比는 1 : 12(0.08)로 算出된다. 또한 만약 11個의 他地點들이 전혀 同一한 範

購의 特性을 具備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地點의 獨特뾰比는 1 : 1(1. 0)로 算出된다. 

따라서 獨特性比는 항상 0'""1. 0의 範圍를 갖는 R度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와같이 하여 計算된 獨特性比의 比較블 위해 選定된 모든 地點에 대해 景觀特性項目別

록 算出한 後 이를 合算하면 總體的인 獨特性比(Uniqueness Ratìo)가 各 地點別로 算出되 

며， 이 結果에 立뼈해 序列順位를 매기게 된다. 

Leopold는 특히 計量化의 方法우로서 基數(Cardinal Numbers)를 使用하기 보다는 序數

(Ordinal Numbers)를 使用한 點이 특색이라고 볼 수 있a며 質的評價의 새로운 計量化의 

試圖라고 볼 수 있겠다. 郞 美的훨素라는 質的훨素를 對比시키기 위해서는 基數블 使用하 

여 測定한다는 것은 客觀性과 信想性이 없기 때문에 相對的 優*을 區分해 주는 序數블 使

用함￡로 해서 客顆性과 信繹姓을 높여주었다. 이는 다시 말해서 A라는 景觀과 B 라는 景

觀을 比較할 때 A와 B 라는 景觀의 總對的評價는 不可能할지 모르나 A의 景觀과 B의 景

顆을 比較하여 어느 景觀이 더 優秀한지는 評價할 수 있겠￡며 이러한 評價는 억느쩡￡ 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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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性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對比하려고 하는 모든 景顆을 이와같이 序數로 評價

함무로 해서 比較的 客觀性 있는 評價를 試圖했다. 

Leopold가 使用한 또 한가지의 景觀評價技法은 江이나 河川景觀에서 重몇하다고 생각되 

는 因子만을 골라서 평깥各特性과 河川特性을 그래프를 통해 序列을 決定하는 方法이다. 漢

짝 및 河JI!의 特性을 分析하기 위하여는 46個 몇素가운데 重흉휠하다고 생각되는 벚개의 흉흉 

素를 골라서 X-y座標를 對角線方向으로 連鎭的으로 連結하여 最終的인 特性을 求하였다. 

칩형各의 特性을 구하기 위하여 찮씁의 폭(x1) 과 근처 구릉의 높이 (Yl)를 대상지역별로 위 

치시키고， 이들을 對角線方向￡로 연장하여 새로운 축， 景顆規模의 축(x2)으로 하고 여커 

에 전망 (scenic outlook)의 축 (Y2)을 관련시킨다. 이 새로운 座標에서 다시 對角線方向으로 

연장하여 새로운 輔， 즉 경관흥미의 축(X3) ..2..로 하고 여기에 都市化 (urbanization)의 축 

(Y3)을 관련시켜서 최종적으로 찮各特性의 상대적 크기를 얻게 된다(그림 1, 2 參照、) 漢各

特性은 장엄 하고 야생 적 (spectaculat and wild) 인 한 極과 일 반적 이 며 都市的 (ordinary and 

urban) 인 다른 한 極의 사이에서 각 對象地域別로 상대적인 위치가 정해진다. 

이와 유사한 方法을 通하여 하천폭， 하천깊이， 급류 및 폭포의 유무를 考慮하여 河JI!의 

特性을 決定한다(그림 l 參照、) . 

이상에서 分析된 漢션 및 fRIJ I!의 特性을 종합하여 對象地域의 景觀的 特性이 評價된다 (15) 

또월 

X 2 Y2 

셔
。
 
-

미
，
 
-

홍
 --x 의

 
「

판
 -

켜
。
 
-

Y3 

급류 및 

계곡의 특성 

하천 의 륙성 

〈그 림1> 계곡 벚 하천의 특정 분석 과청 

(15) 任勝m， r造景計劃設計論J. 普成文化社， 1984. 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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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X-Y 座標흘 이용한 漢장特性의 分析過程
(차료 : Leopold, 1969. p. 459) 

(4) Burton Litton의 方法(16)

Litton은 自然景觀中 특히 山林景顆을 評價할 수 있는 景觀分析體系를 最初로 開發하여 

Litton의 方法이 寶際 美國 山林廳의 山林景觀 管理體系의 -環￡로 採擇되 었으며 이 것이 

더 욱 發展되 어 內務省의 士地管理局 (U.S. Dept of Interior, Bureau of Land Management) 

의 視覺資源管理計劃 (Visual Resource Management) 을 만드는 껴 틀이 되 었 다. 

Litton은 景觀을 觀察할 때 다음과 같은 여 섯 가지 要素가 景觀에 影響을 미 치 며 또한 顧

察者에게도 影響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16) R. Burton Litton, Jr. , Forest Landscape Descriptioπ aηd Inveηtories‘ U.S. Forest Service 

Research Paper PSW -49,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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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距離 (2) 觀察者의 位置 (3) 形態(Form) (4) 컬間의 特性(Spatial Definition) (5) 光

線(Light) (6) 連續등인데 이 중 形態， 호間의 特性， 光線은 景觀自體의 本質的 훨素로서 

A間이 이를 變更시키는 것이 極히 어렵다고 보고 距離， 觀察者의 位置， 連續들은 景觀과 

聯關을 :i!-~ 5τ: 觀察者에 關聯된 흉흥素르서 이러한 훨素들은 變更이 可能하다고 보고 있다. 

Litton은 景觀分類를 위해 山林景觀에서 자주 나타나는 景觀構成類型을 土臺로 다음과 같이 

景觀分類를 하고 있는데 이들 類型中 基本的 景觀은 景觀自體가 主훨한 特性을 가지고 있 

￡며 큰 變化가 없는 基本骨格을 이루는 景觀을 말하고 補助的景觀은 基本的景觀에 附隨되 

어 補完的 機能을 하는 景觀이거나 變化가 많은 景觀을 말하고 있다. 

1. 基本的 景觀(Fundamental Landscape) 

(I) 파노 라마的 景觀 (Panoramic Landscape) 

(2) 形象的 景顆(Feature Landscape) 

(3) 圍曉的 景顆(Enclosed Landscape) 

(4) 魚點的 景觀 (Focal Landscape) 

2. 補助的 景觀 (Supportive Landscape) 

(1) 天蓋的 景觀(Canopied Landscape) 

(2) 細部的 景觀 (Detail Landscape) 

(3) 暫定的 景觀 (Ephemeral Landscape) 

(5) 美國山林廳、cU.S. Forest Service) 의 方法 (17)

美國山林廳은 B. Litton의 方法을 根幹우로 하여 國有林의 景觀을 保全管理하커 

系的過程(Sýstem Process) 에 의한 景觀分析方法을 開發하였다. 이는 視覺資源의 

위해 體

眼存狀態

(Inventory) 를 세 가지 로， Il~ 特뾰類型 (Character Type) , 多樣性의 等級 (Variety Class) , 二L

리고 土地의‘ 物理的形態 (Physical Features of the Land) ..2..로 區分하여 把握하고 동시에 利

用者들의 l 敏感度의 程度 (Sensitivity Level)를 세가지 水準으로 區分하여 把握하는 分析方法

對，~， :1:1"쁘 j싸、까，-낀딴 

’수씬 

:(-;꿇인~~ ，땅? 

첼섣종 敏핸、월ει 

景짧헐적 뜸6’ 대한 院.L.'、
--' 

ι4 

강t 

! • 視짧으1 '짝의 

눠 

I:H현 

j • 일 )~~윷觀의 容納될 

1 수 있는 變펀程활 

〈그립 3) 美國山林廳의 景觀評價體系

(17) U.S. Forest Service, National F，α’est Landscaþe Management, Vol. 2,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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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들 圖式化하면 다음 (그럼 3)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6) D. Linton의 方法 (18) 

1968年에 Scotland의 景觀資源을 評價하기 寫한 技法을 開發하고 이 技法에 의 해 景觀을 

地城的 o 로 分離를 한 地域分離法 (Areal Differentiation) 이 라 할 수 있다. 

Linton은 景觀의 質에 本質的으로 寄與할 수 있는 景觀흉흉素는 크게 두가지 로 大分된다고 

보고 있는데 첫째는 地形(Form of Ground)우로서， 地形景觀(Landform Landscape)이라 부 

르고 있￡며， 둘째는 A間에 의한 土地의 利用 (Use of Land by Man)으로서 土地利用 景觀

(Land Use Landscape) 이 라 부른다. 

그는 相對高度 (Relative Re1ief) , 11煩짧}度 (Steepness of Slope) , 起代度， 高原地에 서 의 分離

된 뚫各의 頻度와 深度，.fi:像의 周邊과의 孤立狀態等과 같은 基準을 利用해 質的評價를 하 

고 이 블 土臺로 6個類型의 地形景觀을 把握하고 各 類型別로 相對的인 廳力度를 評價하고 

다음과 같이 點數를 騙與하였다. 

<地形景觀類型> <點 數>

低 地(Lowland) .‘ ...................................•. 0 

묘魔地農村(Hi11 Country) ........................... 5 

가파른 .fi:陸地 (Bold Hills) ........................... 6 

山 돕 (Mountains) . " .... ; ........ … ................. 8 

高原山地 (Plateau Uplands) ........................... 3 

낮은 山地(Low Uplands) .............................. 2 

地形의 特性을 土훌훌로 景顆을 地域分類하는데 따른 基本的 問點點은 地域單位의 境界를 

設定하는 問題인데 이 方法에서는 主觀的무로 決定하였다. 

土地利用景題은 다음과 같이 7個類型 o 로 分類하여 點數를 眼與하였다. 

<土地利用景觀 分類> <點 數>

都市化 및 工業化된 景觀 ........................... -5 

連續된 林野 ............................................. -2 

樹木이 없는 農地 .................................... +1 

훨薰地 ................................................... +3 

多樣한 林野 및 혐蘇地 景觀 ..................... +4 

극히 多樣한 農地景觀 .............................. +5 

野生景觀 … ..................... ……………… ...... +6 

이렇게 地形景觀과 土地利用景觀을 類型別로 點數를 敵與한 後 이플을 練合하여 景觀評

(18) D.L. Linton, “ The Assessment of Scenery As a Natual Resource," Scottish Geographical 

Magazine Vol. 84, No. 3, 1968, pp.21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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價의 綠合圖가 作成이 된다. 

이 方法은 훨素選定， 地域劃定， 點數騙與등이 主觀的으로 이 루어 지 고 있으며 海뿔景親。1 

전혀 考慮되지 않고 있다. 

4. 繹濟的 評價方法

經濟的 評價方法이란 旅行費， 支據意思(Wíllingness to pay) , 機會費用， 附隨的 便益算

出， 費用-便益等과 같은 貨짧的變數와 關聯된 技法을 利用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經濟的

評價方法은 내林景觀의 레 크리에 이 션覆在力을 推定하는데 이 용된 적은 있오나 景觀의 價f直

를 뼈.U定하는데 利用된 例는 몇가지가 안된다(19) 

博統的 經濟分析方法에서는 非貨縮的 寶源(非市場資源)을 分析하지 옷했던게 事寶이었고 

經濟的 뼈u面에서의 意思決定過程에서 非貨網的資源은 값이 없고 無限하게 豊富한 것처렴 

取致되어 왔었다. 

특히 審美的 寶源 (Esthetic Resources) 에 價格올 매기는 것은 첫째 美的經驗 (Esthetic

Experiences)을 定義내리기가 困難하다는 點， 둘째， 美的經驗에 대해 使用料를 敵課하기가 

어렵다는 點에서 찾當性이 적은 것으로 看做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狀況에도 不抱하고 

景觀資源의 價f直를 經濟的jζ로 評價하기 위한 몇가지 方法이 開發되었다. 첫째로는 支觸意

思에 의한 評價法(Willngness to pay)을 들 수 있겠는데 이 方法응 景顆을 保存하기 위해 

얼마나 支據할 意思가 있는가를 把握하여 그것을 土훌로 景觀의 經濟的 價f直를 評價하는 

方法이 다. 이 方法은 一般的무로 假想的 狀況에 대 해 反應을 알아보71 때 문에 高價로 評價

되는 碩向이 있다. 둘째의 方法은 顯在需몇(Revealed Demand)를 통해 景觀의 經濟的 價f直

를 評價하는 方法이다. 例를 들어 高速道路 周圍의 景觀울 이루고 있는 樹木을 除去한다띤 

다른 高速道路를 利用하게 된다고 할때 이와같이 나타나는 道路需휠를 통해 景顆의 價f直를 

把握하는 方法이다. 

셋째의 方法은 團論을 計算하여 (Opinion Tallies) 經濟的價植를 評價하는 方法이다. 例를 

들어 景觀에 대 한 不2f을 國會議員에 게 한다고 하면 그와같은 異論이 經濟的 評價의 土臺

가 되는 方法이다. 

넷째 의 方法은 間接費 (Indirect Cost) 를 評價하여 景廳資源의 價f直를 評價하는 方法이 다. 

耶， 景觀寶源、을 保存하고 向上시키기 위해 所흉흉되는 費用을 利用해 視覺價f直를 評價하는 

方法이다 (20) 

經濟的 評價方法을 使用한 景觀評價의 1711로서는 美國 매사츠세츠大學에서 開發한 

METLAND(Metropolitan Landscape Planning) 연구팀 이 計劃模型에 景觀價f直를 經濟的

(19) R. M. Itami op. cít., p.37. 
(20) L.M. Arthur, et. al., op. cit., pp.124-126. 



景觀評價方法 121 

評價方法에 의 해 評價하여 活用하였다 (21) 

이때 活用한 方法은 交通費를 利用한 需훨推定方法무로서 景觀資源이 顯、在需훨를 推定하 

기 위해 景觀資源의 利用者數와 이들이 資源을 利用하기 위해 負擔할 意向이 있는 交通費

에 관한 資料를 活用하여 推定하고 있다. 

5. 環境心理學的 接近方法(或은 一般大樂의 選好度에 依한 方法)

最近에는 環境의 視覺的 質을 높이는데 있어서 設計者의 主顆的評價보다는 利用者의 視

覺的 選好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主張이 높아지면서 利用者의 視覺的 選好를 科學的 方法을 

통해 設計案에 反映시키도록 하는 接近方法이 覆頭되고 있다. 이와같은 趣勢에 맞추어 景

觀評價에 있어서도 公共土地의 美를 保存하는데 대한 一般大樂의 關心이 增大됨에 따라 -

般大쨌들의 意見反映에 基鍵한 景觀評價모델이 開發되었다. 

景觀評價時에 專門家 個個A의 直觀에 의 한 評價나 景觀構成要素에 대 한 記術的 評價를 

하지 않고 -般大쨌들의 視覺的 選好度 郞， 好(like) , 不好(dislike)를 土臺로 景觀을 評價

하는 方法을 本論文에서는 環境心理學的 接近方法이라고 稱하고 있다. 

環境心理學的 接近方法이라고 稱한 것은 視覺的 選好度를 把握하는 것은 環境에 대한 認

知狀態를 알아보는 것 o 로 視覺的 選好度를 利用해 景觀을 評價하는 理論的 根據가 역시 

環境心理學에 土臺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環境心理學的 接近方法에서의 視覺的 選好는 ~p찢j的이고 自動的인 A間의 反應￡로서 選

好되는 環境이란 A間의 能力이 더욱 效率的￡로 發揮되고 A間의 基本的 總求가 더욱 더 

充足되기 좋은 環境을 말한다. 따라서 選好度가 높은 景觀일수록 아름다운 景顧，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景觀이라고 볼 수 있다. 

環覆心理學的 接近方法이 擾頭하게 된 背景理由는 첫째， 景觀의 質에 대한 一般大짧의 

見解를 把握해 볼 수 있는 代用變數로서 景觀의 構成훨素， ~p 地形 或은 樹木의 被覆狀態

等을 利用하는 것에 대한 쫓當性이 아직 檢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景觀의 鍵賞

음 最少限 어떤 한가지 景觀構成흉흉素가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이들 構成훨素들간의 相효作 

用과 景觀의 미묘한 差異에 대한 知覺에 더욱 關聯되는 것￡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며， 셋 

째 景顆評價는 景觀의 保護， 管理等에 있어서 가장 中心이 되는 것으로 一般大쨌이 더욱 

많이 參與됨 o 로 해서 더욱 현명한 決定을 내릴수 있다는 點이다 (22) 

景觀評價時 -→般大累들의 視覺的 選好度를 把握하는 目的은 (1) 景觀에 대 한 一般大樂의 

反應을 알아보기 위 한 것우로서 이 들 反應이 景觀評價뿐 아니 라 景觀管理에 重흉흥한 情報가 

(21) J.G. Fabos, C.M. Greene, and S.A. Joyner Jr. , The METLAND Laηdscape Plan껴ng 

Prα'ess; Composite Landscape Assessmeηt， Part 3, Univ. of Massachusett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1978. 

(22) E.c. Penning.RosweIl “A PubIic Preference Evaluation of Landscap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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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一般大聚의 反應은 各 個人差가 있우며 時間의 變化에 따라 變化가 있:나 역시 直

久的인 特質을 가지 고 있는 面이 있기 때문에 이 들의 反應이 意、味를 갖는다. (2) 選好度는 

~般大쨌의 好 (lie) , 不好(dislike) 플 알려줄 뿐아나 라 環境知覺의 패턴을 나타내 주기 때문 

에 이를 把握하는데 目的이 있다. 특히 物的 景顆홍§素 (Physical Landscape Component)와 

觀察者의 知覺狀態에 根據한 景觀의 質을 聯關시 키 는 陽究가 이 루어 점￡로 해 서 어 떤 物的

景麗훌素들이 重慶한가 或은 景顆의 質을 向上시 키 기 위 해 서 쭉當한 物的 景觀훌素가 어 떤 

것인가를 判明할 수 있게 해 준다. 

(1) 視覺的 選好度에 關聯되 는 變數

視覺的 選好度에 關聯되는 變數를 네가치 變數로 大別해 볼 수 있겠는데 物理的 變數

(Pysical V aria bles) , 抽象的 變數(Abstract Variables) , 個A的 變數(Individual Variables) 

等이다. 

(가) 物理的 變數 (Physical Variables) 

物理的 變數는 環境에서의 物理的 構成훨素를 말하는 것 o 로서 특히 視覺的 選好度에 影

響을 미친다고 볼수있는 物理的 變數로는 植生， 물， 地形， 建物等을 들수있다. 이들 훌素 

플은 視覺的 選好度에 큰 影響을 미친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自然景觀에서 植生， 물， 地形의 

多樣性이 增加하면 視覺的 選好度도 增加하는 關係를 갖는 것￡로 핍究되 어 있다 123， 24， 25 ， 26) 

(나) 抽象的 變數(Abstract Variables) 

物理的 構成에 따른 抽象的 特性이 j視覺的 選好度에 影響을 미 친다고 볼 수 있겠는데 主로 

없究되 어 온 抽象的 變數로는 複雜性 (Com plexi ty) , 調和性(Congruity) , 神秘性 (Mystery) , 

새로움 (Novelty) 등을 들 수 있겠다. 抽象的 變數는 景觀의 物理的 構成이 抽象的 特性과 

相關關係블 갖고 抽象的 特性은 다시 視覺的 選好度와 相關關係가 있다는 關聯性을 前提로 

하여 媒介的 뺏害U을 하고 있는 點에서 媒介的 變數라고도 부를수 있다. 이들 變數中에서 

複雜性(Complexíty)과 視覺的 選好度 사이에는 거꾸로된 U字의 關係가 있다는 點이 f와究 

結果 밝혀졌고 (27 ， 28) 神秘性(Mystery)은 視覺的 選好度와 正의 相關關係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29) 

(23) D. T. Briggs, & ]. France, (1980) , “Landscape Evaluation: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Eηvironmental Managemeηt 10; pp.263-275. 

(24) G.J. Buhyoff & J.D. WeIIman (1979) , “Seasonablity Bias in Landscape Preference Research," 
Leis.μre Science 2(2) pp.181-190. 

(25) E.G. Carls (1974) , “The Effects of People and Man.induced Conditions of Preferences for 
Outdoor Recreation Landscap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6(Spring) pp. 1l3-124. 

(26) S. Kaplan & R. Kaplan, Cogηition aηdEηvironment， Praeger, N. Y. , 1982, pp.88-89. 
(27) S. Kaplan, R. Kaplan, & J.S. Wendt (1972) “Rated Preference and Complexity for Natural 

and Urban 、Tisual Material," Perceptioη & Psychophysics, 12(4): pp.354-356. 
(28) J.E. WohlwilI (1968) “ Amount of Stimulus Exploration and Preference as Differential Functions 

of Stimulus Complexity," Perceptioπ aηd Psychophysics 4(5) , pp.307-312. 
(29) S. Kaplan & R. Kaplan op. cit. pp. 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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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象徵的 變數(Symbolic Variables) 

一定環境에 含홉된 象徵的 意、味가 視覺的 選好度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 同一한 景顧이 

라도 그 景觀이 보다 덤然에 가까운 意、味를 內包할 때에 選好度가 높다는 %究結果가 나와 

있다. JlP 같은 슬라이드에 湖水(Lake) 와 뽑水池(Reservoir)로 命名하여 選好度블 比較했을 

때 湖水라고 한 경우에 視覺的 選好度가 높았고 (30) 이와 유사하게 天然林(Natural Forest) 

과 施業林地(Tree Farm)로 命名하여 比較한 結果 天然林이 더 높은 選好度를 나타냈다 (31) 

( 략) 個A的 變數 (Individual Variables) 

個A的 變數로는 個A의 年顧， 性， 學歷， 性格， 순간적 인 心理狀態등을 둘수 있다. 人間

의 知覺과 選好度는 規則性(Regularity)도 있고 變化性도 (Variabilíty) 있다. 다른 人間의 行

態와 마찬가지로 이중에서 規則性을 發見하여 究明하는 것이 政策決定의 意“思決定過程에서 

重훨性을 갖는다.Á間의 카口覺은 모든 사람이 同-하지 는 않지 만 部分的A로는 A間의 共

通的인 進化의 ;훌륭훌때문에 상당히 많은 共通性(Communalities)을 가지고 있다. 選好度에 

있어서 그룹간의 差異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내는 것은 專門家와 非專門家플간에 있다. 

(2) 視覺的 選好度의 測定方法(32)

視覺的 選好度의 測定方法은 크게 세가지 類型우로 JlP, 行態測定(Behavioral 11easures) , 

精神生理測定(Psychophysiological 11easures) , 口頭測定(Verbal 11easures)무로 區分해 볼 

수 있다. 

(가) 行態測定

外部로 나타나는 A間行薦를 中心우로 測定하는 것이며， 두 種類의 行態測定方法이 主로 

利用된다. 첫째의 方法은 利用者의 觀察時間을 재는 것이다連의 대상물을 利用者들이 

연속적우로 觀察하는 가운데 各各의 對象物에 머무르는 時間을 재는 것이다. 觀察時間은 

注意集中의 密度 或은 視覺的 興味블 나타내는 R度라고 볼 수 있다. 둘째의 方法은 利用

者의 選擇을 觀察하는 것이다. 두개의 對象勳을 同時에 展示하여 觀察者가 어느 쭉무로 가 

는가를 記錄하는 方法이 다. 

(나) 精神生理測定

이 方法응 心理的 狀態에 따라 나타나는 生理的 現象을 測定하는 것이다. 이 方法으로는 

피부전기 반사를 측청하는 GSR(Galvanic Skin Reflex) , 뇌파를 측정하는 EEG (Electro

encephalogram) , 生理的 覺醒度를 測定하는 Electrodermal Test, Biochemical Test, 손끝의 

밥구멍의 開閒에 의해 生理的 覺醒度블 測定하는 Palmer Sweat Test 퉁이 있다. 이 方法

(30) R.W. Hodgson & R. L. Thayer, Thayer, Jr. , (1980) “ Implied Human Influence Reduces 
Landscape Beauty," Laηdscape Planning 7, pp. 171-179. 

(31) L.M. Anderson (1981) “Land Use Designations Affect Perception of Scenic Beauty in Forest 
Landscape," Forest Science, 27(2) pp.392-400. 

(32) 任觸tt， 前揚書， pp.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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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는 短點은 方法 自體가 顆察者에 게 影響을 "1 치게 하는 方法이 라는 點과 테 스트結果 
를 比較하기 위한 基隨水準을 求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點이다. 

(다) 口頭測定

이 方法은 顆察者가 觀察對象에 대해 얼마나 아름다운가 (Beautiful) , 즐거운가(Pleasing) , 좋 

아하는가(Lìke)하는 直接表現을 함a로서 이 를 土臺로 選好度를 없u定하는 것이 다. 이들 直

接的 表現은 11圓序列靈(Rank-ordering) , 點數評價(Rating) ， 커플比較方法(Paired Comparison) 

등을 利用하여 記錄되고 있다. 點數評價(Rating) 方法에는 리커트(Likert)의 合算評定R度

와 오스굿(Osgood)의 意味分別R度(Semantic Differential Scale)가 있다. 커플比較方法윤 여 

려 對象物을 두개씩 짝을 맞추어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짝을 比較하여 一定基準에 따라 

더 높은 청도의 것을 選擇하도록 하는 것이다. 

視覺的 選好度를 測定하는 方法￡로는 口頭記述에 의한 測定方法이 가장 많이 利用되고 

있다-

(3) 景觀의 觀察方法

景觀에 대한 視覺的 選好度륭 把握하71 위해서는 景觀을 一般大聚들이 觀察할 수 있도록 

提示해야 하는데 景觀의 觀察方法은 크게 두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는 시뮤레이션된 

景觀올 觀察하는 方法이 다. (Simulation of Environment) 이 는 景觀을 直接 觀察하지 않고 景

觀의 映像을 一般大꿨들에게 提示하여 觀察토록 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에서 主로 利用되 

는 映像體들은 寫륨， 슬라이드， 비디요， 映畵등인데 이중에서도 寫률과 슬라이드가 가장 

많이 活用되는 媒體이다. 둘째로는 顆察者들을 觀察對象언 景觀이 있는 現地에 데려가 實

際 景觀을 觀察하도록 하는 方法이 다(Actual Field Survey). 이 觀察方法은 觀察者의 數가 

많을 경우에는 觀察者를 現地에 데리고가는 번거로움괴- 費用이 隨伴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視覺選好 맑究中 몇몇 iiff究에서는 (33 ， 34) 시뮤레이션된 景觀을 觀察하는거나 現地觀察

의 경우나 별다른 差異가 없다는 結論을 내리고 있S며 그에 따라 시뮤레이션된 景觀을 

顧察하는 例가 增大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뮤레이션된 景顆을 觀察하는 方法은 시뮤레이 

션이 實際環境을 代表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와 어떤 시뮤레이션媒體가 가장 效果的이냐 

하는 問題등을 안고 있다. 

111. 環境心理學的 接近方法에서 提起되는 課題

環境心理學的 接近方法이 아직까지도 完塵한 狀態까지 定立되어 있지 못한 實情이기 해 

(33) R.S. Ulrich, “ Visual Landscap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Laηdscape Research 4(1), 
1979 p.17. 

(34) K.H. Crailι “Psychological Factors in Landscape Appraisal" Environment and Behavior, 4(3) 
1972 pp. 25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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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論難을 일오키며 提起되고 있는 課題들이 여러가지가 있다. 이들 課題들은 앞으로 충 

분한 船究플 동해 해결해야할 이슈들로서 現在는 이들 課題들에 대해 여러가지 相異한 見

解를 밝힌 Q￥究結果들이 나오고 있는 實情이 다. 

(1) 景觀의 選好度와 美的判斷의 區分

景觀美의 評價가 景觀에 대한 選好度를 나타내느냐 아니면 景觀의 美的判斷을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면 둘다 包含되는 것이냐 하는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一部 學者들은 景觀에 대 한 美的評價 CEsthetic Evaluation) 와 景觀에 대 한 選好度 (Prefe

rence)의 區分이 重훨하다고 보고 美的評價는 더욱 客觀的인 根據情報를 提供하는 反面，

景觀에 대한 選好度는 景觀에 대한 鍵想되는 利用의 함수로서 隨時로 變化된다는 王張을 

하고 있다. 郞， 美的評價 (Esthetic Evaluation)는 어떤 比較基準에 /ol]추어 특정경관의 相對

的 質을 判斷하는 것이고， 選好度는 特定景顆에 대한 完全히 個A的이고 主觀的인 感想을 

나타내 는 것 이 라고 主張하고 있다 (35 ，36) 

이에 反對되는 主張은 選好度는 無作寫的인 것이 결코 아니며 景觀美를 把握하는 測定指

標로서 意味있는 것이 라고 主張을 하고 있다 (37) 아울러 景觀美의 美的判斷과 景觀에 대 한 

選好度는 높은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는데 이들 相互聯關性응두類型의 判

斷이 모두 觀察者의 知覺과 美的 基準에 依存하고 있다는 見解와 일관성 을 가지고 있다 (38) 

Daniel과 Boster는 景觀美의 判斷은 景觀의 知覺된 屬性과 觀察者의 美的判斷基準이 라는 두 

가지 要素에 依存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39) 

(2) 實際景觀과 시 뮤레 이 션 (Simulation) 된 景觀에 대 한 差異

여러가지 昭究結果들이 實際景觀과 시뮤레이션된 景觀에 대한 一般大짧들의 視覺的 選好

度간에는 큰 差異가 없다는 結論올 提示하고 있다. (40,41,42) 그러나 一部에서는 몇몇장의 사 

진이나 슬라이드를 利用해 과연 넓고 多樣한 地域의 累觀을 代表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와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에 의해 構圖가 造成된 사진이나 슬라이드로 實際景親을 얼마나 正確

히 表現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를 提起하고 있다. Rabinowitz 等에 의한 짧究에서는 사진 

(35) E. Zube, “ Scenery as a Natural Resource," Laηdscaþe Architecture, Jan. 1973 pp.136-132. 
(36) K.R. Craik “ Appraising the Objectívity of Landscape Dimensions," ]. V. Krutilla (ed.) 

Natural E:ηψironments，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Baltimore, 1972, pp.292-310. 
(37) S. Kaplan, “Perception and Landscape: Conceptions and Misconceptions," U.S. Forest Service, 

Proceedings 0/ Our Natioηa1 Laηdscape， 1979. 
(38) L.M. Arthur, op. cit. 
(39) T.C. Daniel and R. S. Boster, op. cit., pp.6-13. 
(40) R. E. Coughlin and K.A. Goldstein, The Extent 0/ Agreemeπt O>'1ong Obserνers on Eπviron

ηuntal Attractiνeness， Region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Discussíon Paper No. 37. Philadel
phia, L.M. Arthur op. cit., p.121. 

(41) K. H. Craik, op. cít., pp.258-266. 
(42) E.L. Shafer and T.A. Richards, A Comþarisoη 0/ Viewer Reactions to Outdoor Scenes aηd 

Pkotograpks 0/ tkose Sceπes， U.S. Forest Service Research Paper NE302,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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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利用한 評價와 現地評價의 경우를 대비해 볼때 差異를 發見하고 있는데 顆察者가 現地

評價時는 景觀對훌物과 材料에 魚點을 두고 있는 反面 寫륨評價時는 패턴에 魚點을 맞추고 

있다는 事實을 發見하였다 (43) 

또 다른 測面에서의 論議는 景觀의 생옮賞은 視覺的인 鍵賞이 主를 이루고는 었지만 視覺

以外의 聽覺， 흉覺等 五官을 통한 鍵賞이 複合的￡로 作用한다고 볼 수 있는데 寫률이 나 

슐라이드等의 시뮤레이션을 통한 景觀鍵賞은 視覺以外의 感賞器官을 利用한 鍵賞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問題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3) 一般大쨌의 態度와 行態間의 不一致

景觀管理의 測面에서 본다면 一般大짧의 選好度를 비롯한 態度를 把握하는 것은 -般大

無의 行態를 鍵測하거나 行態률 變化시키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目的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一般大聚의 態度와 行態間의 一致度가 높을수록 態度調훌에 根據한 없究結果의 有效性

이 높아질 수 있다. 

몇몇 船究에서는 一般大쨌의 態度와 그들의 行態가 一致하지 않고 있음을 發見한 짧究結 

果를 提示하고 있다. (44,45) 郞， 態度調호에서는 特定環境에 대해 選好度를 表示했는 데 實

際 利用行態에서는 選好度를 表示한 環境을 利用하지 않는 行態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 므로 態度調흉에 서 나타난 結果대 로 行態가 이 루어 질 것￡로 推定하는데 대 한 信賴

性이 弱해질 수 있으며 景觀에 대한 選好度를 基魔로 한 景觀評價에 의해 景觀管理計畵u을 

樹立하는 方法에 대해서도 態度와 行態間의 不一致의 問題를 提起하고 있다. 

또한 選好度測定에 있어서 주로 使用되는 選好度의 口述測定에서 表現된 選好度가 魔答

者가 .zp:素에 가지고 있었던 態度를 나타낸 것인지 아니면 耶興的a로 나온 것인지에 대한 

問題도 提起되고 있다. 간혹 選好度라고 應答된 內容이 設問의 構成에 의해 課響될 수도 

있고 應答時 순간적인 感情에 의해 左右‘될 수도 있a며 可用應答項目에 의해 決定될 수도 

있기 때문에 應答者의 選好度로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點을 提起하고/ 있다. 

(4) 시뮤레이션方法에 關聯완 問題

景觀을 觀察者에게 보여주기 위해 利用되는 시뮤레이션方法은 여려가지가 있는데 그 중 

에서도 가장 흔히 使用하는 方法은 X굉훨을 利用하는 方法과 슬라이드를 利用하는 方法이다 

이 들 두가지 方法응 各各의 長短點을 가지 고 있다. 

寫買을 利用하는 方法은 觀察者에게 아무때나 容易하게 提供할 수 있우며 設問紙와 같이 

(43) C.B. Rabinowitz and R. E. Coughlin, Analyses of Landscape Characteristics Relevant to 
Preference. Region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Discussion Paper No. 38, Philadelphia, 1970. 

(44) T.A. Heberlein, “Social Psychological Assumptions of User Attitude Surveys: The Case of 
the Widernism Scale," Jourllal 0/ Leisure Research 5(3) 1973 pp.18-33. 

(45) H. H. Hancock, “Recreation Preference: Its Relation to User Behavior," Jourηal 0/ Forestry, 
71(6) , 1973, pp.336-337. 



景觀評價方法 121 

만들어 應答者들에게 配付할 수도 있고， 長時間 觀察할 수 있는 點풍의 長點을 가지고 있 

는 反面에 슬라이드보다는 現場感이 弱하고 實際 景觀보다 縮少되기 때문에 景觀의 規模나 

호間感에 대한 理解度가 낮은 弱點을 가지고 있다. 슬라이도를 利用한 方法은 現場感이 寫

륨보다 彈하고 景顆의 規模나 호間感에 대한 理解度가 높다는 長點을 가지고 있는 反面，

-時에 모든 觀察者를 모아 觀察을 시키거나 아니면 여러차례에 나누어 多數의 觀察者에게 

觀察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觀察者의 數가 많을 때는 利用하기가 어려운 方法이라는 點과 

觀察者블 스라이드放映이 可能한 場所까지 데려가야 하기 해문에 觀察者에게 번거로움을 

줄뿐 아니라 費用이 더 많이 所몇될 것이라는 點， 그리고 觀察者의 觀察時間이 統制되커 

때 문에 ::;L.에 따른 誤差가 發生할 수 있다는 點들과 같은 短點을 가지 고 있다. 

시뮤레이션方法에서 또한가지 提起되는 問題는 天然色의 寫륨이나 슬라이드를 利用할 것 

이냐 아니면 黑白의 寫質이나 스라이드를 利用할 것이냐 하는 問題이다. 天然色을 利用하 

는 것이 實際景顆을 가장 잘 代表한다는 主張이 있는가 하면 黑白을 利用해도 寶際景觀을 

잘 代表하며 오히려 天然色은 色彩效果 때문에 호間의 質을 把握하는 데는 갔E效果를 가져 

올 수 있다는 主張도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選好度에 關한 昭究들은 天然色을 利用하는 경우도 있고 黑白을 利用

하는 경우도 었다. 

IV. 景觀評價技法의 發展方向

지 금까지의 景觀評價分野는 分野全體를 -般的우로 統合시 켜 주는 理論이 없어 限界에 達

한 느낌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景觀評價方法들이 갖는 問題點은 첫째， 應用問題에 關聯

된 接近方法만 開發되어 왔고 둘째， 景觀에 대한 A文主義的 짧究와 景觀의 意味에 대한 

昭究가 비교적 소홀히 이루어졌으며 셋째 擺念的이고 理論的 基盤의 多樣性이 未}合하다는 

點을 들 수 있다 (46) 

따라서 向後 景觀評價理論이 갖추어 야 할 內容的훨件은 다음과 같다. 

CD 지금까지 開發되었던 景觀評價方法들에서 提示하고 있는 세가지 %￥究파라다임， 郞 專

門家的 接近， 行態的 接近， Á文主義的 接近을 違結시 키 고 包括하는 짧究骨格 (Framework) 

을 갖추어야 한다. 

@ 景觀評價를 위해 必要한 計量的 情報와 質的 情報를 聯關시켜야 하며， 

@ 都市景觀과 自然景觀의 關心分野를 모두 包括할 수 있어야 한다. 

@ 景觀評價의 對象이 多樣하71 때문에 地域的으로 團地(Site)規模에서 부터 地域(Region)

(46) E.H. Zube, “Themes in Landscape Assessment Theory," Landscape Journal, Vo1. No. 2, 
Fall 1984,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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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模까지 多樣한 地域範圍를 包括하는 理論이 어 야 한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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