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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의 개요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의 틀

경관자원조사

⚪곡성군 경관자원조사는 일반현황 및 인문환경, 유형별 경관자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경관구조분석

⚪조망특성분석과 가시권분석을 통해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고 관리내용을 설정함

경관의식조사

⚪곡성군민 및 방문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경관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 곡성군의 우수경관, 

불량경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관련법규 및 계획 조사

⚪경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기본법 등 관련법규의 내용 중 경관관련 내용의 

조사, 분석을 통해 실행계획의 실효성을 갖추도록 법적 체계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함

⚪2030 전라남도 경관계획, 2020 곡성군관리계획 등의 상위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본 경관계획을 수립함 

국내외 사례

⚪경관관련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경관계획의 기법, 경관연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곡성군 경관계획 조사 및 분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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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현황 및 인문환경분석

2-1 행정구역 및 인구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행정구역 및 광역위치도❘

구분 내용

지리적 위치

·동단 : 북위: 35도 10분 동경: 127도 24분(죽곡면 하한길)

·서단 : 북위: 35도 04분 동경: 127도 05분(오산면 청단길)

·남단 : 북위: 35도 19분 동경: 127도 20분(목사동면 죽정원정길)

·북단 : 북위: 35도 19분 동경: 127도 14분(입면 제월평촌길)

행정구분 ·1읍 10면 125법정리 272행정리 496반

행정구역 면적

·총 면적 : 547.46㎢

·곡성읍 : 52.32㎢, 오곡면 : 62.86㎢, 삼기면 : 38.18㎢, 석곡면 : 53.18㎢,

목사동면 : 46.76㎢, 죽곡면 : 103.40㎢, 고달면 : 41.94㎢, 옥과면 : 29.95㎢, 

입면 : 34.06㎢, 겸면 : 38.25㎢, 오산면 : 46.56㎢

■ 곡성군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참고] 2015곡성군 통계연보



13

인구현황

⚪곡성군의 3년간 인구추이 현황을 보면 2012년은 31,299명 이었으며 2013년은 31,39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 기준으로 총 세대수는 14,782세대로서 총 인구수 31,084명이며 남자 

15,129(48.7%)명, 여자 15,955(51.3%)명임 

❘인구현황❘

구분 세대
총인구

세대당 인구 인구증가율
합계 남자 여자

2012 14,269 31,299 15,218 16,081 2.2 +0.9

2013 14,705 31,391 15,268 16,123 2.2 +1.0

2014 14,782 31,084 15,129 15,955 2.1 +0.9

■ 곡성군 인구현황

[참고] 2015곡성군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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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형현황

표고분석

⚪제일 높은 산은 동악산(해발고도 736.8m)이며 산과 계곡이 발달

⚪그 외 천마산, 통명산, 설산 등 산악자원이 발달하여 산으로 위요된 분위기를 형성

표고 면적 비율(%)

30 미만 237,178.9 0.0

30 ~ 60 26,783,165.3 4.9

60 ~ 90 53,791,595.3 9.8

90 ~ 120 54,143,724.4 9.9

120 ~ 150 49,484,143.7 9.0

150 ~ 180 46,823,834.8 8.5

180 ~ 210 42,891,249.7 7.8

210 ~ 240 39,094,032.4 7.7

240 ~ 270 34,645,271.4 6.3

270 ~ 300 31,351,522.8 5.7

300 이상 168,693,633.3 30.8

합  계 547,939,352.1 100.0

■ 곡성군 표고현황

❘표고분석도❘

경사분석

⚪전체적으로 경사도가 급격히 변하지는 않으나 평야지역이 협소한 편

⚪평야는 옥과와 곡성읍을 중심으로 주로 북쪽에 발달하였으며 경작지와 시가지가 입지함

경사도 면적 비율(%)

5 미만 107,104,527.7 19.5

5~10 33,195,345.9 6.1

10~15 43,996,714.9 8.0

15~20 67,560,245.7 12.3

20~25 82,955,068.4 15.1

25~30 80,048,501.5 14.6

30~35 62,412,422.2 11.4

35~40 39,014,715.2 7.1

40~45 19,379,630.0 3.5

45~50 7,900,518.2 1.4

50 이상 4,371,662.5 0.8

합  계 547,939,352.2 100.0

■ 곡성군 경사도현황

❘경사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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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생태성은 대부분 2등급 지역으로 생태적 건강성이 양호한 편이며 보성강 이남 지역의 경우 일부 

생태자연도상 1등급의 생태를 보이고 있음

생태자연도 면적 비율(%)

1 등급 6,857,479.7 1.3

2 등급 350,411,183.2 64.0

3 등급 30,443,562.7 5.6

합  계 387,712,225.6 70.8

■ 곡성군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녹지자연도를 보면 섬진강과 보성강을 중심으로 북동쪽 및 남쪽 지역의 녹지자연도가 7~8등급 

지역이 나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생태성을 나타내고 있음

녹지자연도 면적 비율(%)

7등급 이하 108,569,768.2 19.8

8등급 이상 2,094.1 0.0

합  계 108,571,862.3 19.8

■ 곡성군 녹지자연도

❘녹지자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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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군락

⚪전반적으로 소나무군락이 많이 분포하며 보성강 이남지역에 군락지가 집중되어 있음

표고 면적 비율(%)

굴참나무군락 702,397.1 0.1

소나무-굴참나무군락 2,095,857.0 0.4

소나무-리기다소나무군락 2,334,550.3 0.4

소나무-상수리나무군락 943,673.0 0.2

소나무군락 5,471,352.7 1.0

신갈나무-굴참나무군락 1,635,105.3 0.3

신갈나무-소나무군락 193,759.5 0.0

신갈나무군락 4,174,373.4 0.8

졸참나무-소나무군락 440,222.6 0.1

졸참나무군락 404,570.5 0.1

합  계 18,395,861.4 3.4

■ 곡성군 식물군락 현황

❘식물군락 분석도❘

임상도영급

⚪2영급에 해당하는 지역이 24.1%, 3영급에 해당하는 지역이 36.6%를 차지

⚪곡성군 전반적으로 임상의 상태가 양호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

표고 면적 비율(%)

1영급 44,940,281.7 8.2

2영급 132,245,870.6 24.1

3영급 200,676,790.6 36.6

4영급 441,970.2 0.1

합계 378,304,913.1 69.0

■ 곡성군 임상도영급 현황

❘임상도영급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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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현황

⚪가로수로 은행나무, 왕벚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약 8,000주가 식재되어 있음

⚪수종별 식재비율을 살펴보면, 왕벚나무가 약 2,700주로 전체 가로수의 3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팝나무가 약 2,200주로 전체 가로수의 26.3%, 은행나무가 약 1,180주인 

전체의 14%로 나타나 이 3가지 수종이 전체 가로수의 73.8%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구간에 따라 양호한 생육상태를 유지하는 곳도 있으나, 일부 구간에 있어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운 형태를 유지하는 곳도 존재하고 있어 기존 가로수의 부분적 보완과 종합적인 

계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가로수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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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간 총본수 이팝나무 배롱나무 메타 수양버들 왕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총계 8,321 2,191 241 523 404 2,749 617 417 1,179

국도15호 함안-선세, 창단 880 880

국도17호 읍 굴다리-구 동초교 269 269

국도17호 오지 - 압록 216 216

국도17호 오곡 압록-죽곡 하한 161 161

국도18호 압록-죽곡 경계 70 70

국도18호 용정-연화 361 361

국도27호 삼기삼거리-곡성I.C 80 80

국도27호 삼기삼거리-봉현리 200 200

국도27호 백천교-노루목 489 10 20 254 10 195

60호 5일장-농협주유소 254 254

60호 고달-목동-뇌죽 120 120

60호 뇌죽-백곡 300 300

60호 삼기삼거리-괴티제 100 100

840호 곡성읍-오지 293 27 266

840호 오지-구성2구 567 420 147

840호 신기1구-입면경계 407 407

1호 매월-창정 187 187

1호 매월-약천 188 188

5호 목사동 신기-공북 350 350

6호 겸면 흥복-오산 경계 800 800

11호 노루목-죽곡면 경계 65 65

13호 창정-삼오, 창정-송전 562 131 431

840호 유봉-건모 276 276

기  타 구성2구-명산 1,126 1,003 7 16 h100

■ 곡성군 가로수현황

❘국도 17호❘ ❘국도 18호❘ ❘국도 27호❘

❘60호❘ ❘840호❘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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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 현황

⚪임야의 면적이 396.36㎢, 답의 면적이 65.82㎢, 전의 면적이 29.35㎢로 임야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산악지방의 농촌경관의 형태를 보임

⚪대부분이 산지인 반면, 전답으로 이루어진 생활권 가능 면적의 밀도가 높음

❘토지이용 구성비❘

       구분(㎡)  

 읍면별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하천

계 29,327,989 65,820,427.1 396,363,148.8 7,152,389.2 11,454.333.6 13,711,159.0

곡성 9,428,626 8,191,723 33,646,440.4 1,224,631.7 1,279,462 2,213,473

오곡 1,640,312 4,699,353 51,745,686 530,350 797,978 1,692,287

삼기 2,698,860 5,191,332 26,930,951 588,355 1,099,711 141,384

석곡 2,992,475 5,812,928.5 39,546,158.4 707,069 1,358,649.6 667,753

목사동 3,382,317 6,143,651.8 32,329,113 594,963 744,314.7 1,825,477

죽곡 2,816,535 5,732,808 88,792,175 566,327 1,224,804 1,936,943

고달 1,795,726 4,783,784 31,433,799 373,624 488,234 1,634,927

옥과 2,254,739 6,698,114.9 15,847,670 991,800 1,039,029.9 1,110,792

입 2,968,391 7,832,183.1 16,682,475 707,262 1,072,270.1 1,680,297

겸 2,792,894 6,505,526.1 23,960,414 557,500.5 1,246,111.1 407,237

오산 2,706,289 4,530,964.2 35,580,872 477,279 1,044,850 392,828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정 현황

⚪도시계획구역인 곡성, 석곡, 옥과지역의 용도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천㎡)

 읍면별 

계획구역

면적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계 15,210 2,180 287 252 12,496 -

곡성 10,860 1,473 217 233 8,937 -

석곡 1,880 312 27 3 1,543 -

옥과 2,470 395 43 16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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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래 및 연혁

곡성의 연혁

구분 내용

삼국시대
·백제 문주왕때(서기 475)에 군명을 욕내(欲乃, 浴川)라 칭하였고 당시의 읍은 현 죽곡면 당동리에 

두었음

통일신라
·경덕왕 16년(서기 757)에 곡성으로 개칭하고 그 예하에 지금의 순천시 주암, 쌍암일대인 富有현과 

지금 구례군 지역인 仇次禮현, 그리고 화순군 동복면 지역인 同福현을 영속하였음

고려시대

·고려초 昇平郡(현 순천시)에 속하였다가 현종 9년(서기 1018)에 나주목의 속군으로 이속 되었고, 

명종 2년(서기 1172)에 감무(監務)가 파견되었으며, 고려말 공양왕 1년(서기 1389)에 왜구의 

침입으로 읍이 함락되어 죽곡면 당동리 지역에 위치하였던 읍치가 동악산 아래 현재의 위치로 

옮겨오게 되었음

조선시대

·조선 태종 13년(서기 1413)에 현으로 개칭하였으나 정유재란(서기 1597) 시 읍이 탕진되어 

선조 30년(서기 1597)에 남원 도호부에 합속되었다가, 광해군 원년(서기 1609)에 다시 분리 

독립하여 곡성현으로 복설되었음

근대초기
·광무 3년 (서기 1899)에 행정구역 명칭을 곡성군으로 개칭하여 군수를 두었고, 갑인년(서기 

1914)에 담양, 구례, 순천, 남원 일부를 편입하여 11개면 126리로 개편되었음

현재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 9409호로 곡성면이 邑으로 승격됨으로써 11개면에서 1읍 10면 

126 리로 개편된 후,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개편으로 석곡면 운룡리가 순천시 주암면에 

편입됨에 따라 1읍 10면 125리로 현재에 이름

곡성군 지명 유래

⚪백제시대에는 욕천(浴川)군으로 불리었는데 우리말을 한자로 빌려 표현한 것으로 욕의 훈인 골이 

골짜기의 의미로서 골짜기가 많은 곳을 의미함

⚪그러다 다시 산과 하천의 흐름을 본따 욕내(欲乃)로 부르게 됨

⚪고려시대에는 시골장을 떠돌아 다니는 장꾼들이 교통이 불편하여 통행에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곡성(哭聲)이라 불렸고, 그후 곡성(榖城)으로 되었으나 국가에서 지명관을 생각하고 조세를 부과

한다는 주민여론에 따라 이를 개칭하여 오늘날의 곡성(谷城)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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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별 유래 및 설화

구분 표제목

곡성읍

·조탑(造塔), 위치 : 곡성읍 읍내2리(영운마을 - 현 한전자리)

·내용 : 현 한전자리에 약 60년전까지 돌로 쌓은 조탑이 서 있었다하는데 이 탑은 마을에서 고달면이 보이면 

마을이 길하지 못한다 하여 고달면으로부터 이마을이 가려지게 하기 위하여 쌓은 탑이라 함

오곡면

·마륜태(馬輪台), 위치 : 오곡면 오지2리(남동마을)

·내용 : 섬진강 수구상의 국도, 철도가 끼고 도는 모퉁이에 있는 화표석(華表石)으로 바위의 모양이 말의 귀모양으로 

10장(丈)이나 되는데 속전에 이 바위 때문에 본군에 많은 인재가 나게 되어 하리배(下吏輩)들이 기를 펴고 

살 날이 없다 하여 밤을 타서 이들 하리배들이 파괴해 버렸다는데 이후로는 곡성에 별 인물이 

적어졌다고 전해옴

삼기면

·마전들(馬田들), 위치 : 삼기면 원등1리(의동마을)

·내용 : 구전에 의하면 겸면과 삼기면 경계에 있는 돌로써 역원제 시행 당시 지나는 과객들이 투숙하면서 말을 

매어 놓았던 자리라 하여 마밭들 이라 부르고 있음

석곡면

·마을터와 우물, 위치 : 석곡면 석곡1리(월봉마을)

·내용 :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마을 형국이 배혈이라 해서 마을안에 우물을 파지 않았다고 하는데 근래에 이르러 

여러 곳에 우물을 판 것이 마치 배밑에 구멍이 뚫린 격이 되어 여러차례 걸쳐 수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전해 오고 있음

목사동면

·부처너들겅, 위치 : 목사동면 평리2리(고두마을)

·내용 : 현 동암리의 동산사가 폐사당시 마을뒷산 너들겅 속에다 부처를 매몰하였다 하여 부처너들거이라고 

전하기도 하고 돌부처들이 원인미상의 재해를 입어 무너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함

죽곡면

·각시쏘(沼), 위치 : 죽곡면 대평1리(하죽마을)

·내용 : 갓 시집온 새댁이 여름에 목욕을 하다가 죽었다고 하여 각시쏘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며 지금도 앞 

냇가에 쏘가 있음

고달면

·와암(개구리바위), 위치 : 고달면 목동1리(먹굴마을)

·내용 : 마을 회관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 바위는 뱀바위와 100m 거리에 있으며, 두 개의 바위는 뱀이 개구리를 

마을 밖으로 쫓아내는 형으로 자리하고 있었으나 당시 마을 사람들이 와암을 마을쪽으로 돌려 놓으니 

온 마을에 질병이 발생하고 사고가 다발하므로 원상 복귀시켰다고 전함. 마을에서는 매년(정월 초하루)

이곳에서 제를 지내오다 1973년 이후 지내지 않고 제거하여 현재는 뱀바위만 남아 있음

옥과면

·천광호의 개구리와 혼백규(魂伯珪), 위치 : 옥과면 옥과1리(옥과마을)

·내용 : 혼백규께서 옥과현감 재임시 천광호에 피서갔다가 개구리 소리가 요란하므로 부적을 띄우자 갑자기 

개구리 소리가 없어졌다고 한다. 이 호수에서는 백련이 가득하여 운치가 대단했는데 10여년 전 호수가 

메워져 건물이 들어서고 현재는 천광호 유허비만 남아 있음

입면

·탑곡(塔谷), 위치 : 입면 매월1리(월평마을)

·내용 :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예부터 이 마을에 탑이 있었는데 그후 마을에 피해가 있다고 하여 그 탑은 없어

지고 다시 마을의 허점을 막아 마을에 서광을 안겨줄 목적으로 탑을 세워 현존에 이르고 있는데 이계삼 

소유 근 모퉁이에 있어 이곳을 탑곡이라 함

겸면

·불바위, 위치 : 겸면 현정1리(지리마을)

·내용 : 동네 위 저수지 여수로변에 위치한 바위로 현재는 잔디로 덮혀 있고 부근에는 노송이 있으며, 그 바위가 

나신이 되면 반드시 동네에 불이 난다하여 해마다 떼로 덮어주는데 이를 “불바위”라 이름 하여 전해 

내려오고 있음

오산면

·오봉귀소(梧鳳歸巢), 위치 : 오산면 봉동2리(함안마을)

·내용 :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고 오동나무가 아니면 살지 않는다고 하는 봉이 봉서동에서 새끼를 낳고 

봉황대로 돌아와 서식하였다하여 오봉귀소라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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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곡성팔경

⚪곡성군 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 및 장려하고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곡성팔경을 지정하여 

곡성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있음

⚪대부분이 곡성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기는 명소임

❘곡성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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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악조일(動樂朝日) 도림효종(道林曉鍾)

·동악산에서 바라보는 해돋이의 모습은 웅장하고 마치 
숲속에서 태양이 솟아오른 듯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낸다.

·동악산 기슭에 자리한 천년고찰 도림사의 종소리가 새벽
기운을 타고 수십리 밖까지 전해져 그 은은한 종울림소
리를 적시어 준다. 

■ 곡성팔경

순강청풍(鶉江淸風) 압록귀범(鴨綠歸帆)

·순자강(섬진강 상류) 주변의 기암괴석과 녹음이 어우러진 
솔목이란 협곡을 따라 쪽물을 드리운 채 유유히 흐르는 
강물의 빼어난 경치와 맑은 바람은 삼청의 진경을 옮겨 
놓은 듯한 명승지다. 

·섬진강과 보성강이 합류한 압록지역은 평야와 우뚝 솟은산, 
맑은 물과 깨끗한 모래사장, 송림과 대나무를 의지해서 
소담스럽게 들어앉은 촌락이 그대로 한폭의 그림과같다. 

태안두견(泰安杜鵑) 대황어화(大荒漁化)

·너무 깊지도, 협잡하지도 않은 동리산에 자리한 태안사, 
아담한 산의 아름다움과 구슬피 울어대는 두견새의 울음
소리는 처량스럽게 들리지만 아름다움 또한 산의 정갈한 
모습과 대조를 이뤄 일품이다.

·아담한 강줄기와 맑음을 자랑할 만한 보성강, 이 강줄기인 
대황강의 횃불로 고기잡는 모습은 굽이치는 강폭의 아름다운 
모습과 대조를 이뤄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비쳐진다. 

통명숙우(通明宿雨) 설산낙조(雪山落照)

·소백산맥의 끝자리에 위치한 곡성고을의 대표적인 산 통명산, 
이 통명산세의 아름다움은 지나가는 비도 머물러 있게 한다는 
오랜 전설이 있다. 

·통명산을 마주보며 정상부위에 기암괴석을 잔뜩 깔아놓은 설산, 
이 산 정상에서 서산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는 그 풍경이란 
가히 그 무엇에 견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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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곡성군의 상징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진강을 따라 “심청이야기”와 “증기기관열차”의 추억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곡성은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농업의 중심지임

곡성군의 상징물

군민의 건강, 지조, 다재다능,

장수마을을 상징

- 철쭉 : 곡성의 풍요로움, 젊음, 번영

- 코스모스 : 군민의 사랑, 인간자연과의 조화, 

자연속의 가족마을 지향 

군민의 애향심, 

풍년농사의 기원,

친환경농업을 상징

❘곡성군 상징물❘
(곡성군청 http://www.gokseong.go.kr)

심볼마크/시그니춰

❘곡성군 상징물❘
(곡성군청 http://www.gok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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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3-1 산림경관

산림 및 녹지경관현황

⚪곡성군을 대표하는 중앙부 통명산과 동악산을 중심으로 산림경관이 형성되어 있음

⚪하천을 따라 주요 녹지축이 형성되고 주요 산지와 구릉지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

⚪일부 지역에 채석장과 골프장, 도로, 산업단지 등에 의해 산림경관이 훼손되고 있음

❘산림 및 녹지경관 분석도❘

구분 내용

산림경관
·통명산, 동악산, 설산, 곤방산, 봉두산, 검장산, 국사봉, 천덕산, 희야산, 후야산, 형제산, 최악산, 

한동산, 검장산, 연산 등

공원녹지 ·곡성군 생활체육공원, 압록유원지, 대황강 자연휴식공원

채석장/골프장 ·석곡면 채석장, 광주CC, 옥과기안CC

■ 주요 경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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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및 녹지경관 특성

지형지세

⚪곡성군 전체적으로 산림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내부 통명산과 동악산이 산림녹지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곡성군 북측 섬진강 일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계부는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음

❘통명산❘ ❘동악산❘ ❘산림경관 조망(충의공원)❘

산림녹지

⚪설산-최악산-동악산, 통명산-곤방산, 천덕산-고장산-형제산, 천마산-봉두산-희야산-후야산, 연산-

검장산-국사봉-한동산 등으로 이어지는 산림녹지축 형성

⚪대부분의 산림녹지는 하천과 함께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곡성군 전역에 걸쳐 산림조망 가능

❘설산❘ ❘국사봉❘ ❘봉두산❘

공원녹지

⚪공원녹지는 시가지 인근에 분포하고 있으며 하천변 압록유원지, 대황강 자연휴식공원 등의 수변 

유원지가 조성되어 있음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이용 가능한 근린공원이 부족한 실정임

❘압록유원지❘ ❘대황강 자연휴식공원❘ ❘곡성군 생활체육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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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골프장

⚪석곡면 일원 국사봉 내 채석장이 위치하여 산림과 지형의 훼손이 심각함

⚪국사봉의 산림보전상태는 양호하나, 채석장으로 인해 불량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북측 광주CC, 옥과기안CC 등의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으나, 산림경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진 않음

❘채석장❘ ❘광주CC❘ ❘옥과기안CC❘

구릉지

⚪농경지 및 취락지 주변 등에는 미지형의 낮은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음

⚪구릉지 경계부 경작 등의 인위적 훼손으로 경관관리가 필요함

❘곡성읍 구릉지❘ ❘옥과면 구릉지❘ ❘석곡면 구릉지❘

과제도출 및 계획방향

보전
·생태적, 경관적으로 우수한 산림 및 녹지경관 보전

·구릉산지의 보전 및 복원, 하천 경계부 난개발 방지

관리
·산림 주연부 및 우수한 조망경관 관리

·채석장, 골프장 등 불량경관 요소 주변 경관관리방안 강구

형성
·산림 및 녹지경관의 관입, 네트워크 형성

·곡성군 내 녹색 랜드마크 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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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변경관

수변경관현황

⚪우리나라 5대강 중의 하나인 섬진강은 옥과면을 통해 흘러들어와 오곡면을 지나 구례군으로 곡성군 

전체를 감싸 안듯이 흐르고 있는 주요 경관생태 자원임

⚪섬진강, 보성강으로 흐르는 주요 소하천 지류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양호한 수변 경관을 형성함

⚪주요 강변을 따라 압록유원지, 자연휴식공원 등이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활동 가능

⚪양호한 수변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은 제한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용으로 지속적 관리 및 보전방안 강구 

❘수변경관 분석도❘

구분 내용
국가하천 ·섬진강, 보성강 등 총 2개소
지방하천 ·곡성천, 옥과천, 학정천 등 총 39개소
소하천 · 169개소
저수지 · 곡성수원지, 구상저수지 등

■ 주요 경관자원 (2016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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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경관 특성

섬진강

⚪우리나라 5대강 중의 하나로 곡성군의 주요한 수변경관 자원임

⚪오곡면 오지리에 위치한 침실습지는 2016년 22번째 국가습지로 지정됨

⚪섬진강 주변 휴양지, 카페 건설 등의 사람에 의한 자연훼손 행위 규제 필요

❘침실습지(오곡면)❘ ❘섬진강 출렁다리❘ ❘압록교(오곡면)❘

보성강

⚪압록유원지, 대황강 자연휴식공원으로 이어지는 곡성의 대표적인 국가 생태 하천

⚪대체로 자연환경 보전 양호한 편이나 일부 펜션, 카페, 레스토랑 등의 건축물 규제 필요

⚪보성강변 카누체험장 등 친수공간을 조성 중에 있음

❘보성강 출렁다리❘ ❘압록유원지(징검다리)❘ ❘목사동2교(석곡면)❘

곡성천

⚪곡성읍 남서쪽 끝 괴티재에서 발원하여 곡성읍, 오곡면 오지리 앞에서 섬진강으로 유입

⚪곡성읍 남단의 곡성천, 동단의 학정천, 서단의 죽동천은 읍내를 둘러싸며 양호한 수변경관 형성 

⚪곡성역, 기차마을, 전통시장, 뚝방마켓, 보건의료원 등의 곡성읍내 주요 시설과의 연계 필요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제1읍내교❘ ❘충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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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과천

⚪옥과면 시가지 남단의 옥과천은 수변 산책로 조성으로 잘 정비된 양호한 경관을 형성

⚪옥과천 하부에는 골프장, 공장단지 등의 시설이 수변에 접해있어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옥과천과 삼기천이 만나는 평장삼거리의 경관을 개선할 필요 있음

❘옥과면 사무소 앞❘ ❘옥과천 둑길❘ ❘옥과교❘

온수천

⚪석곡면 북쪽 끝 노치 아래서 발원하여 석곡면 일대를 휘감고 보성강으로 흐름

⚪석곡면 시가지 동단에 접해있기 때문에 시가지 주민들에게 수변공간을 제공함

⚪아스팔트 둑길은 걷기 좋은 생태하천 수변길로 재조성 필요

❘대황강자연휴식공원❘ ❘온수천 둑길❘ ❘목사동2교❘

과제도출 및 계획방향

보전
·하천 주변부의 우수한 자연생태경관 보전 및 관리

·섬진강, 보성강 등 대규모 하천 생태경관 보전

관리
·하천 조망점 등 조망경관관리 

·국가하천변 등 생태적 양호한 경관 보존을 위해 법적 규제 관리

형성

·섬진강 기차마을 테마경관 자원화 및 경관형성

·시가지 소하천과 대규모 하천의 수변 네트워크 구축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를 위한 하천 및 저수지 수변 친수 공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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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촌경관

농촌경관현황

⚪곡성 전체의 17.3%를 차지하는 농경지는 전남지역 평균인 27.1%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협소한 편이나 북부의 옥과면과 동부의 섬진강, 대황강 유역은 비옥하고 관개가 양호한 편  

❘농촌경관 분석도❘

구분 내용

경작지 ·논 6,446ha, 밭 2,902ha

과수재배지 ·곡성군 토지전체의 0.17%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등 재배

농촌테마마을 ·죽곡 상한, 오곡 봉조, 목사동 용암, 오곡 창동 등 총 11개 마을

■ 주요 경관자원 (2016년 곡성군 통계연보, 곡성군 2026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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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관 특성

경작지

⚪논 6,446ha, 밭 2,902ha로 가구당 경지면적은 논 78a, 밭 36a으로 나타나며 곡성군의 농촌

경관은 주로 논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음

⚪넓게 펼쳐진 옥과면 경작지의 경우 비교적 시야가 넓어 농경지, 녹지, 주거지 등이 잘 어울어진 

농촌경관을 이루고 있음

❘곡성읍 농경지(대평리)❘ ❘옥과면 농경지(주산리)❘ ❘석곡면 농경지(능파리)❘

과수재배지

⚪곡성군 토지 전체의 0.17%를 차지하고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등을 재배

⚪사과, 배, 감, 포도, 복숭아, 기타 순으로 재배면적이 크며, 대부분이 사과, 배, 감 생산

❘사과❘ ❘배❘ ❘감❘

농촌 취락지

⚪자연요소와 인공요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경관 형성 필요 

⚪옥과면 무창리 황등쌀정보화마을의 경우 대표적인 경작지 경관으로 관리적 가치가 높은 편임 

❘곡성읍 묘천리(묘천마을)❘ ❘옥과면 무창리(황등쌀마을)❘ ❘석곡면 유정리(유정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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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취락지

⚪산악지역 하단부에 일부 경작지 및 주거공간 조성으로 산림 훼손 우려 

⚪죽곡면 하늘나리 농촌전통테마마을의 경우 전통적인 다랭이논이 존재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있음 

⚪산지경관의 경우 자연경관의 비중이 높으므로 주거경관 및 기타 인공시설물의 도입 시 능선 등 

원래의 지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규제마련 필요 

⚪석곡면 염곡리 노치, 상노치마을의 수산저수지 경관은 전형적인 산지농촌경관의 모습을 갖고 있어 

경관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음

❘죽곡면 상한마을❘ ❘삼기면 수산리 수산마을❘ ❘옥과면 설옥리 설옥마을❘

농촌테마마을

⚪지속적으로 마을마다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 특색을 경관적으로 가꾸어나갈 필요 있음

⚪공공장소 또는 건축물인 창고, 마을회관의 외관부터 농촌에 어울리는 경관으로 정비해나가고 민가의 

경우 전라남도 한옥지원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통일감 있는 경관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운영된 이후 지정된 마을로 마을의 경관과 시설 

및 프로그램이 정체되어 개선 대책 마련 시급

❘죽곡면 하늘나리 상한마을❘ ❘고달면 가정 녹색농촌체험마을❘ ❘오곡면 창동행복마을❘

과제도출 및 계획방향

보전
·비교적 양호한 드넓은 농촌 경작지 경관 보전

·곡성읍 섬진강 및 곡성천 일대 대규모 농경지 사계절 변화체험 가능한 경관으로 보전 

관리
·마을경관과 시설 등이 정체되어 낙후되어가는 테마마을 개선 및 관리

·산악지역 하단부 농경지, 주거지 조성으로 훼손된 산림 경관 관리 

형성
·농촌마을의 경관개선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어메니티 형성

·드넓은 농경지의 개방된 경관 시각 통경축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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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역사·문화경관

역사·문화자원 현황

⚪곡성의 역사 관련 자원은 불교를 기반으로 한 사찰이 많으며 도시형보다는 산속 깊은 곳 또는 

산언저리에 자리한 경우가 대부분임

⚪섬진강기차마을 주변으로 근대적 도시경관이 특색을 보이나 매우 한정적으로 나타나 아쉬움

⚪역사, 설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재가 많으며 여러 테마마을이 운영되고 있음

⚪각종 체험시설 및 문화관광자원은 곡성군 전반적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음

❘역사·문화경관 분석도❘

구분 내용
역사자원 ·보물 적인선사조륜청정탑, 중요무형문화재 곡성돌실나이(김점순) 등 41개

문화자원
·심청이야기마을,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곡성섬진강기차마을, 곡성세계장미축제
곡성심청축제, 석곡코스모스음악회 등

■ 주요 경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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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자원 현황

⚪국가지정문화재로는 12점, 도지정 30점, 등록문화재 3점이 곡성군에 존재

⚪그 외 도지정 30개, 등록문화재 3개 존재

⚪특이한 점으로 심청과 관련된 설화가 있는 관음사가 있으며 이를 테마로 많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들이 존재하고 있음(심청마을, 심청문화센터 등) 

연번 지정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지정일

1

국가
지정

보물

273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죽곡면 태안로 622-215 63.01.21
2 274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죽곡면 태안로 622-71  63.01.21
3 275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죽곡면 태안로 622-71 63.01.21
4 956 곡성 태안사 청동 대바라 죽곡면 태안로 622-215  88.06.16
5 1322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오산면 가곡리 2 01.09.21
6 1349 곡성 태안사 동종 죽곡면 태안로 622-215 02.10.15 
7 1341 도림사 괘불탱 곡성읍 도림로 175 02.07.02 
8 1469 마천목 좌명공신녹권 석곡면 방주길 135-1 06.04.28
9 1934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 곡성읍 도림로 175 17.03.08

10 국가무형
문화재

32 곡성의 돌실나이 석곡면 죽산리 229 70.07.22
11 60 장도장(낙죽장도) 목사동면 공북길 11-15  93.07.05
12 민속문화재 155 곡성 제호정 고택 입면 청계동로 908-4 84.01.10
13

도지정
문화재

무형
문화재

35 곡성 죽동농악 곡성읍 죽동길 46 02.04.19
14 55 초고장 고달면 백곡길 21-4 13.12.19
15

유형
문화재

51 곡성 충렬문 입면 삼오궁동길 101-6 74.09.24
16 82 태안사 능파각 죽곡면 태안로 622-71 81.10.20
17 83 태안사 일주문 죽곡면 태안로 622-71 81.10.20
18 109 옥과향교 옥과면 옥과7길 13 81.10.20
19 160 곡성 함허정 입면 제월리 1016 88.03.16
20 210 곡성 도동묘 회헌실기목판 오곡면 오지4길 29 99.07.05
21 271 곡성 도림사 보광전 목조 아미타삼존불좌상 곡성읍 도림로 175 05.07.13
22 272 곡성 당동리 석조여래좌상 죽곡면 당동리 460 05.07.13
23 315 곡성 서산사 목조 관음보살좌상 곡성읍 교촌길 71 13.12.19
24 320 곡성 서산사 동종 곡성읍 교촌길 71 15.08.06
25 321 곡성 연운당 고문서 석곡면 전기길 67-1 15.08.06

26
지방

기념물

56 용산재 및 덕양사
목사동면 신숭겸로 226
오곡면 덕양서원길 42

81.10.20

27 101 곡성 도림사 계곡 곡성읍 도림로 175 87.01.15
28 236 곡성 당동리산성 죽곡면 당동리 산 12 06.12.27
29 민속문화재 2 옥과 성황당 목조신상 옥과면 옥과2길 3-5 76.09.30
30

문화재
자료

22 도림사 곡성읍 도림로 175 84.02.29
31 23 태안사 죽곡면 태안로 622-215 84.02.29
32 24 관음사 오산면 성덕관음길 453 84.02.29
33 25 유월파장군 정열각 옥과면 합강길 13-10 84.02.29
34 27 곡성향교 곡성읍 교촌길 85 84.02.29
35 28 석곡리 석불입상 석곡면 석곡리 282-1 84.02.29
36 29 도동묘 오곡면 기차마을로 135 84.02.29
37 120 덕산사 오곡면 덕산음지길 8-3 84.02.29
38 129 수성당 오곡면 오지5길 14 86.09.29
39 167 영류재 죽곡면 봉정길 74-4 88.12.21
40 170 태안사 삼층석탑 죽곡면 태안로 622-215 88.12.21
41 244 곡성 도동묘 안향영정 오곡면 기차마을로 135 04.02.13
42 255 곡성 전화장사지 석불좌상 죽곡면 당동리 460 05.07.13
43

등록
문화재

122 구 곡성역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04.12.31
44 228 곡성 단군전 곡성읍 영운1길 33 05.12.09
45 222 곡성 구 삼기면사무소 삼기면 원등1길 63 05.12.09

■ 곡성군 역사자원 (2016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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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자원 현황

⚪역사와 설화를 바탕으로 한  사찰과 인물 등에 관련된 관광자원이 풍부함

⚪곡성세계장미축제, 심청축제, 코스모스음악회 등의 축제 및 이벤트 자원이 대표적임

⚪곡성섬진강레일바이크, 섬진강천문대 등의 시설형 관광자원이 하천변으로 많이 분포됨

⚪섬진강기차마을, 대황강 자연휴식공원 등의 대규모 공원 및 유원지가 조성되어 있음

⚪설화자원 5개 등, 축제 및 이벤트 자원 5개 등, 시설자원 14개 등, 공원 및 유원지 4개 등 

총 28개 이상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이 곡성군 일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연번 구분 명칭 소재지 비고

1

설화

자원

관음사 연기설화 - -

2 신숭겸 장군과 용마설과 - -

3 청계동 화산거리설화 - -

4 강감찬 장군의 압록강 모기전설 - -

5 심청전의 지리적 기원 - -

6

축제

이벤트

자원

곡성세계장미축제 섬진강기차마을 일원 2016년 6회

7 곡성심청축제 섬진강기차마을 일원 2016년 16회

8 석곡코스모스음악회 대황강 자연휴식공원 2016년 16회

9 섬진강매화꽃놀이 곡성군 압록유원지 일원 2017년 3월 24일 - 3월 26일

10 곡성여행 한바퀴 곡성군 곡성군 관광과 주관

11

시설

자원

곡성섬진강레일바이크 곡성군 섬진강 일원 -

12 도림사 오토캠핑리조트 곡성읍 구원리 553-3 -

13 심청한옥마을 오곡면 심청로 178 -

14 심청효문화센터 오산면 오산로 254-4 -

15 섬진강 도깨비마을 고달면 호곡도깨비길 119-99 -

16 곡성 치즈스쿨 생태체험관 옥과면 월파로 295 -

17 곡성문화센터 곡성읍 곡성로 855 -

18 곡성섬진강천문대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로 1234 -

19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죽곡면 태안로 622-38 -

20 섬진강 문화학교(김종권 남도사진전시관) 죽곡면 태안로 793 -

21 옥과미술관 옥과면 미술관로 288 -

22 민속마을보존전수관 곡성읍 죽동길 46-1 -

23 곡성청소년야영장 고달면 가정마을길 51 -

24 섬진강 승마체험장 고달면 두계길 40-43 -

25

공원

유원지

섬진강 기차마을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

26 기차마을 장미공원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

27 대황강 자연휴식공원 석곡면 석곡리 253 일대 -

28 압록유원지 죽곡면 섬진강로 1012 일대 -

■ 곡성군 문화관광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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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경관 특성

역사자원

⚪사찰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은 정비가 잘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며 양호한 편임

⚪고대-근대까지 여러 시기의 역사 문화재들이 존재하지만 관리가 필요한 문화재가 많음

❘도림사❘ ❘태안사❘ ❘구 삼기면사무소(삼기우체국)❘

문화관광자원

⚪수려한 산과 계곡 등 생태적 보존상태가 좋은 자연적 관광자원이 풍부함

⚪곡성 대표 이미지가 산발적이며 이들을 조화롭게 연결할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하는 계획 필요

❘곡성 섬진강 레일바이크❘ ❘심청한옥마을❘ ❘섬진강 기차마을❘

❘도림사 오토캠핑리조트❘ ❘석곡 코스모스 축제❘ ❘대황강 자연휴식공원❘

과제도출 및 계획방향

보전
·다양한 시대의 문화재 역사경관을 적극적으로 보존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지역상징요소로 활용방안 모색

관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조망경관 관리
·산재되고 훼손된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관리

형성
·섬진강변 수많은 관광자원과 자연경관자원을 연계하여 경관형성
·역사 및 문화관광 요소를 활용해 다양한 문화컨텐츠 개발 활성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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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시가지경관

시가지경관현황

⚪곡성읍 내 대표적인 시가지로 곡성읍, 옥과면, 석곡면 등 3곳의 시가지가 입지함

⚪전반적으로 시가지 건축물, 거리, 시설물 등의 노후화로 인해 불량한 경관을 보이고 있으며 좁은 도로,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로 인해 보행환경이 위협받고 있음

❘시가지경관 위치도❘

구분 내용

중심시가지 ·곡성읍, 옥과면, 석곡면

면소재지
·오곡면소재지, 삼기면소재지, 목사동면소재지, 죽곡면소재지, 

고달면소재지, 입면소재지, 겸면소재지, 오산면소재지

산업단지 ·곡성입면농공단지, 곡성겸면농공단지, 곡성석곡농공단지

공원·녹지 ·동악체육공원, 충의공원, 대황강 자연휴식공원 등

■ 주요 경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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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경관 특성

곡성읍 시가지

⚪자연 취락지는 교촌리, 학정리, 죽동리 지역에 주를 이루며 자연녹지지역 인근에 산재

⚪대부분 건축물이 노후되고 좁은 도로로 인해 비교적 밀도가 높은 도시 공간구조를 이루고 있음

❘가로❘ ❘건축물 파사드❘ ❘아파트❘

옥과면소재지

⚪도로상태 노후된 곳이 많아 보수가 필요하고 주택과 상가의 구분 없이 밀집되어 경관성 저하

⚪건축물의 어지러운 외관, 간판의 난립으로 혼란스러운 건축물 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가로❘ ❘건축물 파사드❘ ❘전남과학대학교❘

석곡면소재지

⚪정돈되지 못한 식재들로 인해 삭막하고 지저분한 가로 경관을 연출

⚪협소한 주 가로가 쾌적한 보행을 방해하고 있어 가로정비를 통한 가로 경관 향상 방안 필요

❘가로❘ ❘건축물 파사드❘ ❘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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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곡성군에 소재하는 공원·녹지는 중·대규모의 유원지로 시가지 내에 시민들을 위한 공원은 부족한 

실정임

⚪넓은 광장이 있는 동악체육공원, 곡성읍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충의공원, 각종 축제와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대황강 자연휴식공원이 곡성 시가지 내에서 접근성 좋은 공원·녹지임

❘곡성읍 동악체육공원❘ ❘충의공원❘ ❘대황강 자연휴식공원❘

농공단지

⚪곡성입면농공단지, 곡성겸면농공단지, 곡성석곡농공단지 등 소규모의 농공단지가 소재

⚪공장, 창고 등 건축물의 외관이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경관계획이 필요

❘곡성입면농공단지❘ ❘곡성겸면농공단지❘ ❘곡성석곡농공단지❘

과제도출 및 계획방향

보전
·시가지에 소재하는 여러 시대의 건축물 문화재 등을 역사경관으로 적극적 보존
·자연스러운 물길을 보전하고 생태적으로 보전

관리
·주변 자연경관, 도시구조의 조화로운 조망경관 관리
·불법 주정차, 옥외시설물 등 가로정비를 통한 가로경관 관리

형성

·지역만의 특색을 찾아내고 도시이미지를 특화하여 경관형성
·건축물의 형태 디자인에 대한 계획을 통해 도시 스카이라인을 정비

·건축물 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시가지 전체의 경관미 향상

·무분별한 건축물 옥외시설물, 간이 건축물 등의 경관저해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 및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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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도로기반시설 경관

도로기반시설 경관현황

⚪곡성군 서측으로 호남고소도로가 남북으로 통과하고 국도 13호, 18호, 27호선과 지방도 60, 

840, 940호선이 주요 도로경관을 이루고 있음

⚪곡성군 동측으로 호남선 철도가 곡성역을 지나며 곡성읍내 경관을 분절함

⚪고속도로, 국도 등의 진입부에 대한 경관 형성이 필요

❘도로기반시설 경관 분석도❘

구분 내용
고속도로 ·호남고속국도 등 총 30,360m

국도 ·13호, 18호, 27호 등 총 86,765m
지방도 ·60호, 840호, 940호 등 총 114,700m
철도 ·호남선

관문지역 ·곡성역, 압록역, 읍내교차로, 주산교차로(옥과), 압록사거리(오곡),  옥과IC, 곡성IC, 석곡IC 등

■ 주요 경관자원 (2016년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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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기반시설 특성

도로

⚪가로 건축물은 스카이라인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며 보행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가로경관 형성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무질서하여 전체적으로 일체감이 결여됨

❘자동차전용도로❘ ❘시가지 도로❘ ❘농로❘

철도

⚪곡성역은 한국 전통 건축물처럼 보이나 정체성을 알 수 없는 형태로 곡성기차마을 등과의 조화성이 결여됨

⚪붉은 벽돌로 지어진 섬진강변의 압록역은 주변 산과 하천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지 않음

⚪철도로 인해 분절된 농촌마을 경관을 조화롭게 조성하는 계획 필요

❘곡성역❘ ❘압록역❘ ❘곡성읍에서 조망가능한 철도❘

교차로

⚪읍내교차로는 곡성읍으로 진입하는 가장 주요한 진입로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나 랜드마크적 

경관요소 검토 필요

⚪교차로 주변 자연적 요소를 통한 경관정비가 필요함

❘읍내교차로❘ ❘압록사거리❘ ❘주산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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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계부

⚪곡성군으로 진입하는 주요 시경계부는 주로 북측(남원시), 서측(광주광역시), 남측(순천시)으로 

분포되어 있음

⚪진입경관은 주로 계곡의 형태로 곡성군 내로 이르는 안내 표지판 등이 없거나 산만하게 설치됨

⚪진입경관의 형성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무질서하거나 조화성이 결여됨

❘북서 경계 국도 13호❘
(오산면 운곡리 산1-1)

❘남서 경계 국도 27호❘
(석곡면 봉전리 270-2)

❘남동 경계 지방도 840❘
(죽곡면 원달리 산 153-1)

고속도로 IC

⚪호남고속도로(광주-순천)에서 진입하는 주관문은 톨게이트(곡성IC-석곡IC)를 통해 진입하므로 주요한 

관문역할을 함

⚪IC주변의 안내표지판 등이 산만하며 관문 상징성 결여

❘곡성IC❘ ❘옥과IC❘ ❘석곡IC❘

과제도출 및 계획방향

보전
·경계의 연계를 강화하여 곡성군 경관골격을 형성
·주요 진입부 경관거점을 특화
·주요 도로변 경관 정비 및 주요거점 연결 네트워크 가로경관 형성

관리
·도로, 교량, 철도 등 교통 시설물의 난개발로 인한 경관자원 파과 복원 및 관리
·철도와 역, 고가 하단부 주변 경관 형성 및 관리 방안 마련

형성
·기존 진입경관의 취약점을 개선해 시선 유도하여 상징성을 타나낼 수 있는 경관 연출
·도로 진입부에 관문경관 형성 방안 마련



44

4. 경관의식조사

4-1 경관의식조사 개요

가. 목적

◦곡성군 경관의식조사를 통해 경관계획의 기본구상, 경관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곡성군 경관만족도, 대표이미지, 우수경관 및 불량경관 등을 통해 경관계획 방향 도출 시 활용

◦곡성군 주민들과 방문객, 공무원과 전문가의 경관인식 정도와 경관에 대한 의견을 파악

나. 대상 및 일시

◦대상 : 곡성군 주민(269명), 방문객(180명), 공무원(211명), 전문가(30명)

◦일시 : 2017년 2월 13일 ~ 2017년 2월 24일(12일간)

◦장소 : 곡성군 내 읍, 면, 동, 리 공공공간 및 공공기관 방문

다. 방법 및 주요 내용

◦설문 방법 : 설문지 직접 배포, 면접식 설문 실시

◦주요 내용 : 곡성군 경관 만족도, 대표경관, 경관 저해요소, 경관 개선 요소, 경관사업 참여 의사

◦진행 결과 : 곡성군 주민 및 방문객 500부 배포, 469분 회수(회수율 89.8%)

곡성군 공무원 및 전문가 300부 배포, 241부 회수(회수율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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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관의식조사 내용



46



47



48



49



50



51



52



53



54

5. 관련법규 및 계획

5-1 관련법규 및 체계

가.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간계획 위계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규정하며 경관

계획과 기본방향, 관리방향 등을 보완하는 관계로 상호 연관되어 있음

◦「경관법」에서는 도경관계획, 시･군경관계획으로 구분, 경관계획의 수립과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

협정 체결,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을 규정함

◦「건축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건축기본계획 및 건축디자인기준의 역할 및 관계 정립 등이 요구

◦「자연환경보전법」, 「농어촌기본법」, 「산림기본법」, 「문화재보호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함

❘경관법 및 도시계획관련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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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관법(2007)

목적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 환경의 조성

·지자체의 경관조례 및 경관계획‧사업‧협정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경관 관련 제도의 종합적인 관리

주요내용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사업의 시행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의 도입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경관법의 목적 및 경관계획의 내용

기본

경관계획

·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 제시

·경관권역‧축‧거점 등 경관관리 단위 설정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제시

특정

경관계획

·계획의 대상 : 관할지역의 특정 지역, 특정한 경관유형, 특정한 경관요소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 제시

■ 경관계획의 유형(경관계획 수립지침 제5절 경관계획의 유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954호)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경관계획의 근거를 확보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의 위계와 함께 각각 경관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계획의 위계별로 경관계획과 지침의 수립 및 활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판단의 근거가 대부분 ‘선언적 기준’에 국한됨에 따라 경관계획의 운용 및 집행을 

위한 근거로는 미흡한 실정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관련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부문별 경관계획

(관련지침 제3장4절7항)

필요한 경우 도시 

기본 계획 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음(시행령 

제16조-8)

경관지구세분지정-

자연, 수변, 시가지

(시행령 제31조 ② -1) 

경관지구를 추가적

으로 세분 할 수 있음

필요 시 별도 경관 

지구계획 수립 

(관련지침)

도시경관조례 운용에

의한 종합적 경관 관리 

(관련지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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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관련 법규

항목 내용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경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결정하는 내용을 규정

옥외광고물관리법
·미관유지와 도시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미관지구 등에 대한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규정

건축기본법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규정

농어촌 정비법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환경 보존계획 수립 규정

군사시설보호법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 또는 기타 구조물 설치에 관한 허가·승인 시 관계부처와 협의 규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휴식지의 지정, 당해 지역의 생태적 · 경관적 가치, 생태 · 자연도의 정의, 경관적 

가치 포함에 대해 규정

·신 · 개 · 증축 택지 조성, 형질변경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

산림법 ·토질변경 및 전용제한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대규모 개발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주위생태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자연경관 파괴를 예방하고 수려한 경관을 보호하도록 규정

관광진흥법
·관광지조성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시설물설치계획, 조경계획, 관광지관리

계획 등에 경관형성계획을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

문화재보호법
·국보, 보물 및 중요 민속자료, 사적, 천연기념물, 보호물 등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내용 규정

하천법
·하천정비는 재해방지, 지형, 지질, 관광 등 당해 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방침이 포함되도록 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

■ 기타 관련법 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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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위 및 관련계획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년)

▶ 계획의 비전과 목표

◦계획의 비전 :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FTA 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를 수용하여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 실현

◦정주환경, 인프라, 산업,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녹색국토 실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국토공간의 형성 방향

◦대외적으로는 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개방형 국토발전축을 형성하여 초국경적 교류‧협력기반 강화

◦대내적으로는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거점도시권 육성, 광역경제 권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

① 세계와 교류하는 개방형 국토축 형성

◦유라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관문국가 역할과 동아시아 주요 경제권(환황해권, 

환동해권, 환태평양권, 유라시아 대륙권)의 중추 국가로서 위치를 확립

◦세계를 향한 한반도의 위상 강화와 광역경제권간 연계를 위한 개방적 국토발전축 형성

◦동·서·남해안 등 대내외 접점지대인 3개 연안지역과 대북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초광역벨트를 구축하여 

대외개방적이고 해양지향적인 국토구조를 형성

◦광역경제권 간의 연계와 동시에 연안개방축과 내륙을 연계하는 내륙 신발전축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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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역연계형 녹색국토 형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이 거점역할을 하는 광역연계형 국토구조로 개편

◦행정구역을 탈피하여 광역경제권 단위의 자체역량 및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역별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하고 각 권역의 중심도시를 고속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생산적ㆍ포괄적ㆍ

지속적 성장을 추구

◦강 중심의 지역발전 및 하천생태 복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순환형 녹색국토 공간구조를 구축

◦광역경제권간 교류ㆍ연계 강화 및 녹색 국토공간 형성을 토대로 유라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개방형 녹색국토』 완성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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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권 발전방향

기본목표

◦녹색기술과 융합된 미래 성장산업과 전통산업 육성

◦동북아 문화‧관광 거점 육성

◦선진형 물류‧교통‧정보망 확충

◦인재 육성 및 지식 창출 기반 강화

◦거점도시 경쟁력 강화와 매력있는 정주환경 조성

발전방향

①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성장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 촉진

◦6대 성장거점 육성 : 광주대도시권, 전주광역도시권, 새만금권, 목포권, 광양만권, 덕유산․지리산권

- 광주대도시권 : 호남권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아시아문화중심, 연구개발허브, 융복합산업도시로 육성

◦4대 벨트 특성화

- 내륙 청정휴양레저벨트 : 동부의 산악․수변을 휴양․레저․장수 건강기능으로 특화한 관광벨트로 육성

◦4대 축을 형성하여 공간구조 연계

- 광주-광양만 축 : 기초·신소재산업과 부품산업 및 물류산업을 포함한 전통·기간산업축으로 육성

② 미래 녹색성장 산업, 전통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녹색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 및 융복합산업 육성

◦친환경 생명복합 및 헬스케어산업 육성

③ 선진형 교통, 정보, 물류망 확충

◦산업·기술·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 및 유비쿼터스 정보통신망 구축

④ 경쟁력 있는 거점도시 육성 및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

◦광주~전주(지식·첨단산업축), 광주~목포(녹색에너지산업축), 광주~광양(전통·기간산업축), 새만금~전주

(녹색산업축)의 4대 축을 통해 주변 파급 효과 극대화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산적 복지 기반 구축 및 공동체 기반 구축

⑤ 광역적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

◦광역적 연계와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광역권내 지자체간 협력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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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2012~2020년)

▶ 계획의 목표 : 『동북아의 물류ㆍ관광ㆍ미래산업 선도지역』

◦동북아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물류ㆍ교통ㆍ정보망 확충

◦미래 신성장동력산업과 전통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산업 및 친환경생명복합농업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유도

◦신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동북아의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매력 있는 정주환경 및 선진 복지ㆍ교육 여건 구축

▶ 지역발전 공간구조 및 지역 발전축 설정

① 지역발전 공간구조

◦22개 시ㆍ군을 경제권, 생활권과 지리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권역으로 분류하여 권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내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지역발전 공간구조 설정

② 6대 지역발전축

◦권역별 발전전략을 연계한 격자형 6대 발전축 설정으로 도시간 기능 보완 및 연계체제 구축, 농산

어촌 및 낙후지역의 특화개발 추진 등 전남전역의 종합적 동반 발전전략 추진

③ 4권역별 비전

◦광주근교권 : 대도시권 미래산업 및 전원주거 배후거점

◦동 부 권 : 환태평양권 물류ㆍ생태관광ㆍ미래산업 개방 거점

◦서 남 권 : 환황해안권 해양관광ㆍ미래산업 개방 거점

◦중 남 부 권 : 생명건강ㆍ웰빙산업, 해양관광 중심

❘4대권역❘ ❘6대 지역발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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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발전방향 : 동북부 청정농업 ․ 녹색관광 중심

① 친환경 명품농림산업 육성 소득창출

◦비료 대신 퇴비, 농약 대신 천적과 미생물 활용 첨단과학영농으로 소득창출

◦명품농업, 1읍면 1특품사업의 추진으로 지역대표 농업 육성

◦지리산 한우 등 시·군 연계사업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용 농산물 고객확보를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 강화

◦산림을 활용한 소득창출 및 가치 증대

② 섬진강기차마을 중심 관광산업 활성화

◦섬진강기차마을 등 테마가 있는 웰빙 관광사업 추진

◦문화예술 진흥 및 생활체육의 지원

◦지리산권 등 인근 시군간 연계 시너지효과 극대화

③ 활기찬 지역,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친환경산업의 투자확대

◦살기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깨끗한 환경 조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맑은 수질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운영

④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실현

◦어려운 군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추진

◦여성 아동 청소년이 살기 좋은 고장 육성

◦보건의료시설 확보 및 농촌의료 서비스 확대

◦방문보건사업 추진 및 고객만족도 향상

⑤ 자녀교육지원과 평생학습 진흥으로 삶의 질 향상

◦선진 농촌형 자녀교육 지원사업 추진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걸맞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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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라남도 경관계획

① 경관미래상

②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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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관구조분석

④ 경관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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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마인드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디자인 전남 아카데미’에서 디자인에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최대한 살려‘녹색디자인을 실현코자 하는 도의 의지

◦이와 관련해 2009년 1월 8일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최근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 컨셉 반영 100개 사업을 선정, PM, 컨설팅 

지원, 추진실적 평가를 통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의 수준향상 및 조기정착 유도를 꾀하고 있음

① 개념

◦공공디자인에 ‘친환경 녹색이미지’를 접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으로 녹색디자인을 통한 남도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환

◦공공디자인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비전 및 기본 구상, 컨셉 등을 

설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친환경 녹색이미지 접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됨

② 공공디자인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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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유형 구분

④ 디자인 기본원칙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은 자연, 문화, 사랑 3가지 테마로 총 10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이 필요함



66

⑤ 유형별 표준모델

⚪고군면 농촌중심지는 농촌지역의 중심지역으로 현대화되는 농촌의 진취적인 이미지와 농촌만의 

따뜻한 분위기를 고려한 디자인 적용

⑥ 시사점

◦추후 실제적인 경관사업 실행 시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있어서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의 방향에 

부합되거나 표준모델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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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곡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곡성군의 다양한 자원들의 상세한 조사를 바탕으로 곡성군 개발의 종합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있음

◦본 경관계획에서는 중장기 계획에서 제시된 자원들과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연계

계획방향

·지식경영곡성

 -농업․제조업기반의 혁신

 -신기술․제조가공 기술의 정착

 -산․학․연․사․관․민의 협력강화

·첨단미래곡성

 -농생명산업 시범복합단지 조성

 -지식기반 제조업단지 조성

 -농산물가공․저장․유통기능의 설치

·친환경웰빙곡성

 -산․강의 녹지축 관리

 -생태주거․경작공간의 개선

 -건강증진을 위한 친환경 웰빙생활 구현

·문화관광곡성

 -관광지의 기능별 명소화

 -산지 및 강의 관광자원화

 -자연형․테마형 관광지의 특성화

곡성비전

·청정곡성

 -섬진강과 보성강의 친환경적 보전과 관리를 위한 수계관리대책 수립

 -곡성의 3대녹지축의 보전관리를 위한 개발관리 대책 수립

·푸른곡성

 -광역인프라 건설을 통한 농업, 관광, 산업기반의 계획적 조성

 -연계 관광지조성, 산업단지조성 등의 계획적 개발계획 수립

·기술곡성

 -입면 산업단지 조성

 -개별입지정비공장의 계획적 관리

 -신규농공단지의 조성

·희망곡성

 -광역 유통망 정비

 -지역내 정보망 정비

 -관광지의 네트워크화

추진전략

·지식경영으로 자립기반 조성

·광역적 생산유통체계의 정비

·산업별클러스터 형성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 및 자원관리

·풍정어린 정주환경 조성

·생활권별 생활편익시설의 완비

■ 곡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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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011 대학주변 정비 기본계획

계획의 목적

◦대학주변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건축물 규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주변지역 정비를 통해 

정돈된 면학분위기 속에서 인재 양성여건 마련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기능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대학주변지역 정비 및 

활성화방안 마련

◦대학구성원과 대학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문화환경 조성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기본방향 제시

기본구상

◦대학과 주변지역 간 상호 교류관계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

◦가로환경개선

◦친수공간을 활용한 수변 접근기회 마련

◦유동인구 활성화방안 마련

❘2011 대학주변 정비 기본계획 – 대학주변지역 기능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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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과학대학 주변 정비기본계획

◦비전 : “지역공동체”로서 대학주변 정비

◦정비방향

-주택밀집지역 가로망계획 수립

-대학구성원과 지역민의 교류기능 및 지원시설 배치

-간판정비, 전선지중화, 노후불량건축물 정비 및 개량

-가로변 불법 주차난 해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세부정비내용

구분 사업내용

걷고 싶은 거리조성

- 꽃길조성, 가로등 설치, 차량속도 저감시설 설치 등을

-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주말 차 없는 거리 운영

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

- 저층/저밀의 쾌적한 전원형 주택단지 조성

- 건축선 후퇴, 담장 낮추기, 가로드 설치 등

대학구성원 배후주거지원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
- 원룸, 연립형 등 저층/저밀의 도시형 생활주택단지 조성

커뮤니티 시설배치

- 광장 및 소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 체험마을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 문화/복지센터 조성

- 교육/연구시설 배치

체험마을 조성
- 대학구성원과 지역민의 협력․교류공간으로서의 역할

- 외부 유동인구 유입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

상업지역정비 - 주차장 분산배치, 소공원 조성 등

공공시설확보

- 간판정비, 전선지중화(대학정문~상업지역)

-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 및 개량

- 소규모 필지의 합병 및 공동건축, 건축믈 최소규모 제한

- 건축선 후퇴로 공개된 공지 확보, 경관의 연속성 도모

편의시설배치 - 전문식당, 카페촌,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교육특화단지 조성 - 대학인적자원의 활용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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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과학대학 주변 정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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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황강권역 종합발전계획

비전과 목표

◦계획의 비전 : 『은어가 돌아오는 맑고 깨끗한 강, 개성있고 풍요로운 마을』

◦계획의 목표

[환경] 강 살리기 및 경관정비

[경제] 농업과 관광을 접목한 6차 산업전략으로 소득 향상

[문화] 새로운 공동체 문화의 조성

❘비전과 목표❘

기본구상

◦주민주도형 내발적 지역발전을 추구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내발적 발전방식(endogenous development)에 

입각한 주민주도형 상향식 지역발전을 추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운영 시스템과 탄탄한 중간지원조직을 정비하여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지역 활동을 추진

◦지역순환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소득 창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자활기업ㆍ생활협동조합ㆍ로컬푸드 등 사회적경제와 지역순환경제를 

지역발전전략으로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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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농림수산업, 제조업 등 1, 2차 산업에 관광이라는 3차 산업적 

요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계

◦생태와 문화예술을 테마로 한 지역발전

-강의 수질 회복과 생태계 보전을 통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확산하고, 여기에 문화와 예술을 

덧붙여 마을가꾸기의 테마로 설정하여, 생태와 문화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을 활성화

-생태환경의 보전 및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새로운 지역문화를 지속적으로 

창조해 나가도록 함

◦개성있는 공간과 경관 조성

-창조적인 공간조성과 경관정비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참여하에 경관조례를 만들도록 함

-옛 모습을 활용하여 독특한 지역의 문화와 경관,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해 가도록 함

◦창조적인 인재 육성과 지역주민의 참여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할 리더를 발굴하고 추진 조직을 갖추면서 실질적으로 마을가꾸기를 추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

❘대황강권역 종합발전계획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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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환경경관 부문 : 30년을 목표로 대황강 수질 개선 및 경관 정비

◦관광 부문 : 강을 지켜낸 이야기, 강촌(江村)마을의 소박한 풍경이 핵심자원

◦지역산업 부문 : 6차 산업을 연계한 소득증대로 풍요로운 마을

◦지역문화와 주민 공동체 부문 : 스스로 결정하고 서로 돕는 마을

아. 기타 관련계획

◦곡성군의 관련계획을 살펴보면 옥과면, 곡성읍, 오곡면, 고달면에 관련계획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지역이 수요가 많은 지역임

◦중장기계획에서 제시된 많은 사업의 경관관리가 별도의 경관사업 시행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음

◦향후 경관심의 등과 같은 시스템 구축으로 올바른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이 관건

| 곡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관련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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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사업 계획 수립 시 자연경관의 보존 및 조화는 물론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드러내고 차별화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활용 가능한 경관자원들을 찾아내고 설계지침 제시

◦계획 수립 시 건축물 디자인은 물론, 색채나 야경 등등 그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 유도 또는 심의/자문

| 곡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지역개발사업 |

관광개발사업

개발사업명 위 치 개발내용

섬진강 오수목
전통공예전시관건립(‘05~’07)

옥과면 합강리 섬진강 자연학습원내 • 공방, 전시장, 체험장, 시연장 및 기타 부대시설

연화골프장 
조성사업(‘06~’09)

오산면 연화리 산 100번지 일원
•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 기타 부대시설

곡성온천개발사업(‘05~’08) 삼기면 괴소리 산 77-1 
• 종합온천장, 콘도미니엄, 야외수영장
• 다목적운동장, 야외수영장,

지역특산단지조성(‘05~’07) 삼기면 괴소리 • 복분자 저장 및 가공시설 1개소

설옥산림휴양타운조성
(계획 중)

옥과면 설옥리 산164

• 울창한 솔숲과 설산 등 관광자원 풍부
• 자연산책로 및 야생녹차재생, 체험관광 가능
• 산막, 야생화단지, 체육시설, 삼림욕장, 전망데크, 

산책로, 야생 녹차체험장, 주차장 등

구 겸면초교 
목화체험관리모델링(계획 중)

겸면 남양리 90번지 
구 겸면초교 내

• 목화재배에 대한 이해와 목화솜 이용한 
생활용품 체험관 조성

• 체험관 및 전시판매장, 기타 부대시설

| 곡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관광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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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명 위 치 개발내용

원홍장 휴게공원 조성사업 오산면 단사리 432-1

• 인근 효심공원, 관음사, 심청문화센터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
• 문화/전시시설(원홍장전시관, 전통놀이공간),  
  기반시설(산책로, 주차장), 휴게시설(한옥정자 등), 
  기타 부대시설

역사탐방 자전거도로
옥과면 합강리 섬진강자연
학습원～입면 살뿌리(11km)

• 강을 따라 유팽로장군, 정렬각, 의마총, 함허정,   
  군지촌정사, 살뿌리살이 있어 역사탐방로 및 
  생태체험학습장 활용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대여소, 부대시설

산림특화시범사업(‘07~’11) 곡성읍 신기리 청계동 • 청계동 산책 등산로 정비(20.6km)

도림사 관광지정비사업
(‘08~’10)

곡성읍 월봉리 구원리 일원
• 상가, 기반시설 등 미비로 관광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

단군전주변공원화사업
곡성읍 학정리 92-2번지 
주변일원

• 단군전 및 주변 정비로 주민 휴식공간 제공, 
  민족자긍심 고취와 청소년 애국 산교육장
• 단군전 주변정리, 신태윤기념관, 부대시설 등

청계동 양대박장군 의병훈련 
체험장 조성

곡성읍 신기리 
산191-2번지 주변 일대

• 의병 훈련 체험장 조성으로 애국심 고취를 
  위한 산교육장으로 활용
• 부지매입 및 조성, 숙소3동, 활터, 훈련장, 교육장, 
  쉼터, 기타 부대시설 등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08~’17)

오곡면, 고달면 일원
• 섬진강기차마을 조성, 섬진강변 호국역사순례
  체험학습장 등 6건

자연생태관 건립(‘05~’08)
오곡면 오지리 
섬진강기차마을 내

• (전시내용)곡성마을과 섬진강, 우리친구 꼬마잠자리, 
   잠자리친구들(담수, 습지, 육상생태계)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
(‘00~’08)

오곡면 오지리 
구 곡성역～압록리

• 구 역사 보수, 관광용 증기기관열차 제작
• 철로자전거 전용시설 건설 및 침곡 간이역 조성
• 농촌문화체험장 조성
• 운행선로정비 및 주변 경관 조성 등

심청이야기마을 조성사업
(‘03~’08)

오곡면 송정리 
274번지 일원

• 연수원 1동, 전통한옥 18동, 물레방앗간, 
  인당수에 빠진 심청조형물외 16종

섬진강 생태ž농촌체험장 
조성사업(‘06~’10)

오곡면 오지리 
구 곡성역～신 철로사이 단지

• (유희시설)철로자전거, 놀이시설 등
• (휴양시설)생태연못, 잔디마당, 놀이터 등
• (특수시설)전통농촌생활체험장, 중앙광장 등
• 기타 부대시설

송전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08~ )

오곡면 송정리 일원
• 건강웰빙 삼림욕장지구, 관광ž휴양펜션지구, 
  섬진강워터파크지구

섬진강 수계가마터 
복원사업(‘09~’18)

곡성읍 읍내리, 오곡면 승법리ž
구성리ž미산리 일원

• 근대시대 : 1개소
• 조선초기 : 2개소, 조선후기 : 2개소
• 고려중기 : 4개소, 고려후기 : 2개소

소수력발전소담수호 
수변공원조성

오곡면 오지리~고달면 고달리 • 수변공원 1식

국민여가 캠핑장조성
(‘05~’07)

구 곡성역, 가정역 지구
• 기차 및 목재캐빈, 편의시설, 관리동 등
• 자동차캠핑장, 화장실 등 편익시설

압록수변공원조성 오곡면 압록기 보성강변
• 교량 조명 230m 2개소, 다리 음악분수대 248m, 
  산책로 400m, 조경, 주차장 등

보성강변 산림휴양단지조성
(‘07~’11)

석곡, 죽곡, 압록권 중 
대상지 선정

• 삼림욕장 1개소
• 펜션/휴양시설 1개소

통점마을 산촌체험장 조성 죽곡면 봉정리 봉정계곡 통점
• 산막(땟집움막)촌 조성해 산촌체험장 활용
• 통명산에서 통점 거쳐 잿길 체험관광객 휴식공간제공
• 땟집 5개동, 농사체험부지, 휴게시설 등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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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외 사례

6-1 국내 사례

가. 농촌마을경관 국내사례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마을

◦감귤을 비롯하여 무, 당근, 감자 등의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중산간 마을로 13개의 오름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으며, 조선시대 최고 등급의 국마(國馬)를 길러냈던 대평원의 목장(갑마장을) 마을공동으로 소유

◦방치됐던 마을소유 토지의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농촌마을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진하여 

마을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가꾸어가며, 지속적인 참여와 개선 

노력으로 마을신문 발간, 문화교실 및 동아리 운영, 창작지원센터 운영 등 마을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관 관리❘ ❘지역특성 반영 공동소유 토지활용❘

나. 도로경관 국내사례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리의 쇠퇴와 훼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학이 협력하여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가로경관 회복 및 활성화를 모색함

◦상인협의회를 구성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상가 입면, 옥외광고물을 관리함

◦보도포장 개선, 테마거리, 보행공간 확보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함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 약전골목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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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디자인거리

◦거리의 모든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문화와 소통의 요소를 함유하고 삶과 지역 

문화가 공존하는 거리로 만들어 나가고자 함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전문가, 행정의 협력을 통한 가로경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

◦다양한 분야를 소화할 수 있는 전문가로 총괄기획자가 기획에서 시공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휘하고 참여 주체간 정보공유, 다양한 발상유도, 계획조정 및 사업 일관성 유지를 통한 디자인

거리를 계획함

❘통합적인 디자인의 가로시설물❘ ❘다양한 요소를 접목한 가로공간❘

나. 역사·문화경관 국내사례

▶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

◦안동시 보전협의체 지원조례는 마을의 보전협의체 설치와 구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지역 주거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

◦그 외 하회마을을 주체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는 조직으로 하회마을 관리사무소, 하회마을보존회, 

하회마을 부녀회가 있으며 각종 행사, 관광 등 하회마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법규 제정을 통하여 역사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전 및 관리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과 경관협정을 

통하여 역사문화자원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함

◦지속적인 역사문화자원 관리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를 도모함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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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외 사례

가. 일본 카나자와현

▶ 도시경관

◦시가지의 동남쪽은 산지이고, 북서부는 일본해에 면해 있고, 사이가와 강과 아사노가와 강 사이에 

시가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시가지는 전쟁 등 천재지변을 겪지 않아 역사가 깃는 거리가 많이 

남아있고, 전통공예와 예술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

▶ 경관관련 제도

◦전통환경보존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고려하여 

전통환경보존구역(36개 구역)과 시가지 골격을 형성하는 도심중심지역에 근대적 도시경관창출구역

(13개 구역)을 설정 

◦전망이 우수한 지점을 보전 조망점으로 지정하고 보전 조망점에서의 전망보전을 위해 특별한 지역을 

조망경관 보전구역으로 지정 

◦도시경관조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현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부 하위 경관조례 등을 수립하여 

문제점 해결 및 지역의 개성 창출을 도모

 

❘카나가와시 경관지구❘
▶ 시사점

◦지역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현 도시경관조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경관형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관 현황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과 지역의 경관 개성 창출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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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효고현 고베시

▶ 위치 및 지역특성

◦일본 효고현 고베시 츄오 구 모토마치 상가거리

▶ 도시경관

◦항구도시 고베를 대표하는 거리로서 에도 시대에 형성되고 1868년 개항 후 크게 발전하였으며 

오사카와 연결되는 철도가 개통되어 더욱 번화함

◦고급상점에서부터 음식점, 고서나 골동품가게 등 다양한 상점이 위치하며 일본의 3대 차이나타운

으로 꼽히는 난킨마치로 이어짐

▶ 경관관리

◦고급, 하이칼라, 우아한 “모토마치 다움”을 계승ᆞ발전시켜, 초광역상권을 가진 전문상가로서의 매력과 

품격있는 쇼핑 거리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고 협정을 정함

◦고급스러운 ᆞ멋쟁이ᆞ, 우아한 고베 모토마치 상가를 장래상으로 설정

◦경관형성 시민협정구역에서 개조나 건축 등을 할 때에는 모토마치 상가위원회와 사전 협의

❘효고현 고베시❘
▶ 시사점

◦경관형성 시민협정구역을 지정하여 시민협정구역에서 개조나 건축 등을 할 때에는 모토마치 상가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80

다. 영국 밀턴 케인즈(Milton Keynes)

▶ 지역특성

◦영국의 30번째 신도시로 면적은 88.8㎢, 인구는 26만명로 런던의 과밀화 완화와 동남부지역의 

인구분산을 목적으로 건설됨

▶ 계획과정

◦깨끗함(Clean), 푸르름(Green), 안전함(Safe)을 개발목표로 삼았으며, 33년의 장기간 계획으로 

수립함 (계획기간 3년, 건설기간 30년)

▶ 경관관리

◦나무, 숲, 늪지 등 기존의 자연환경은 가급적 원형보전하며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함

◦상업시설 및 공업시설을 도시전체에 골고루 분산시켜 집중화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함 

◦건축물은 3층 이하(수목의 높이보다 작은 규모)로 제한 하였으며, 일부 중심지역만 6층까지 허용하는 등 

휴먼스케일에 맞는 건축물 계획을 

◦다양한 형태와 가격대의 주택이 하나의 블록에 골고루 분포되어 빈민층 주거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공동체 커뮤니티를 형성함 

◦또한, 보행자도로와 차도를 분리시켰으며, 풍부한 수목 등의 식재로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였음

❘영국 밀턴 케인즈❘
▶ 시사점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도시계획적 기법을 통하여 도시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휴먼스케일에 

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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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분석

7-1 유형별 경관현황 종합분석

경관자원 종합현황도

❘경관자원 종합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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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SWOT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종합분석 및 경관 과제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