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축소도시가 

진전되고 동시에 경제성장률도 둔화되는 등 사회경제
적으로 저성장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
들이 인구감소로 인한 축소도시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스스로 인구유출방지 및 외부인구 유입을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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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지역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의 정체성 및 
경쟁력의 핵심은 지역자산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자산을 평가하여 개발우선지역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GIS 분석, Big Data Trend 분석, AHP 분석 이다. 지역자산의 잠재
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산의 선호도, 역사적 가치, 자원의 군집성(Cluster), 광역교통접근성, 인구밀도 등을 분
석 지표로 설정하고, 각 항목의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해 AHP기법을 이용하여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경상북도 영주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석사, 소수서원, 희방사, 풍기온천리조트, 풍기역, 국립산림치유원, 
영주동지역, 무섬마을 등 8개의 주요거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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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strategy for strengthening local competitiveness, efficient use of regional assets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The key to regional identity and competitiveness is local asse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priority region for development by evaluating local assets. The analysis 
methods used in this study ar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alysis, Big Data Trend analysis,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To assess the potential of local assets, the preference of assets, 
historical value, cluster of resources, wide-area transport accessibility, and population density were set 
as analysis indicators and itemized weights were applied using AHP to reflect the importance of each 
item. As a result of analyzing Yeongju city in Gyeongsangbuk-do, eight major points such as Buseoksa 
Temple, Sosu Seowon, Huibangsa Temple, Punggi Hot Spring Resort, Punggi Station, National Center 
for Forest Therapy, Yeongju east region and Museom Village wer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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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인구축소로 인한 수요부족으로 
택지조성이나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개발계획 
보다는 도시재생사업 형태로 지역개발정책의 패러다임
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최근 국내에서도 지역발전을 위
해 지역 단위로 산재한 다양한 자산인 역사, 문화, 전통
자원과 같은 가용자원을 충분히 검토해야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 축척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활성화가 지역 이미지 제고와 도시 매력을 발산하
는 최선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축소도시에서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2].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이 보존관리 그리고 활용될 때, 정체성은 강화되고 지
역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3]. 문재인정부도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한 도시혁신산업으로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4].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지역의 역사나 문화유산 등이 
지역의 내재적 발전의 중요 매개요소가 될 수 있으며, 
지역의 관광활성화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자연자
원과 역사문화자원들이 지역과 분리되어 개별적인 관
광지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내 가용자원을 평가하여 개발우선지역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축
소도시이며, 양호한 지역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
도 영주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5]. 특히 영주시
는 소백산, 부석사, 소수서원, 무섬마을 등과 같은 다양
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석사는 유네스
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영주시는 자연자
원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소백산, 부석사, 소수서원, 무섬마을 등 
주요 자원은 영주시와 분리되어 개별적인 관광지로 인
식되고 있다. 단순한 관광지 개발 방식이 아닌, 영주시 
전반에 걸친 도시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
임의 도시 성장전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자산 평가를 통한 개발우선지

역을 도출하여 지역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초
가 될 수 있으며, 주요거점을 대상으로 경관개발대상지
를 선정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영주시로, 영주시에 입지한 

가용자원(기존개발계획, 역사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문화관광, 숙박, 재래시장, 종교시설 등)은 827개이다. 
분석 자료는 기 수립된 개발계획 및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원의 잠재력 분석기준은 선호도, 역사
적가치, 자원의 군집성, 광역교통 접근성, 인구밀도 등
이며, 분석방법으로 GIS 분석, Big Data Trend 분석, 
AHP 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2장에서는 지역자산 활용한 지역개발 방안에 관한 선
행연구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분석자료 제시 및 기초
분석을 실시하였다. 4장에서는 입지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영주시 지역
자산을 활용한 전략적 개발우선순위 분석 결과를 요약
하였다.

Ⅱ. 문헌고찰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축소도시가 
진전됨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축소로 인
한 수요확보 문제로 신규 개발계획 보다는 도시재생사
업 형태로 지역개발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와 함께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 재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지역이미지제고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노화준 (1995)는 AHP분석을 적용하여 도(道) 수준의 
지역종합개발에 있어서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도 정부 기
능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6].

김세용과 최강림 (2009)는 장소만들기의 핵심요소인 
장소성과 장소정체성을 고려하여 도시이미지전략을 4
가지 유형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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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미지 전략 설정 및 도시 이미지 수립을 하는데 기
초 자료를 제공하였다[7].

최강림과 이승환 (2009)는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국내외 성공사례와 인천시 구도심의 도시재생계획을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8].

서용모, 천명환과 김형준 (2010)은 국내도시가 보유
하고 있는 근현대적 역사물 활용을 통해 지역의 매력적
인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 정체성에 대한 포지
셔닝을 구축하여 도시 정체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통한 도시 마케팅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
였다[9].

장동련, 전미연과 권승경 (2010)은 플레이스 브랜딩
의 유형이 도시 브랜드의 가치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도시 플레이스 브랜딩을 위한 척
도 개발에 기반이 되는 평가 요소들을 검증하였다[10].

이범훈 (2011)은 구도심의 전면적 철거재개발 방식
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구도심 
활성화 과정에서의 장소 만들기 전략 및 계획요소를 도
출하였다[11].

이왕건, 박태선, 박정은, 류태희과 이유리 (2011)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방식의 대안으로서 지역자산을 활
용하는 도시재생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문헌연구, 
현장조사를 통하여 도시재생의 지역자산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과 전략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12].

정은정과 김창수 (2012)는 지역축제 브랜드가 지역
이미지와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
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개
선하고 지역의 효과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13].

이선영과 남진 (2015)는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수단
으로서 지역자산의 명확한 의미를 규명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국내 도시재생에서의 지역자산에 대한 인식과 
활용실태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에 있어서 지역자산을 
활용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14].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또
는 지역이미지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
략적으로 지역자산을 평가하여 개발우선순위를 도출한 
연구는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지역의 보유자산을 대상으로 분
석요인 및 가중치를 설정하여 정량적으로 지역자산을 
평가하는데 있다.

Ⅲ.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영주시의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 영주

시 가용자원을 기존 연구와 현장답사 및 국가공간정보
포털 자료를 활용하여 GIS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가용
자원을 GIS 데이터로 구축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 수립된 개발계획(영주시 역사문화생태지도)을 
통한 영주시 문화재 현황과 현장조사를 통해 영주시 자
원현황을 구축하였다. 두 번째, 영주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분류유형을 고려하여 잠재력 
유형을 유·무형유산(유적지, 건축물, 기념물, 문화경관, 
전통기술, 기록유산 등)과 시설별 유형(기존개발계획, 
역사시설, 공공, 교육, 문화관광 숙박, 시장, 종교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역사자
원으로부터 지역의 명소까지 개별 위치를 공간데이터
로 입력하였다[15-17].

최종적으로 분석을 위해 구축된 자원은 영주시가 가
지고 있는 국보와 보물 등과 같은 역사자원을 포함하
여, 공공시설, 교육시설, 교통시설, 문화관광, 숙박, 재
래시장, 종교시설, 기수립된 개발계획 등으로 827개이
다. 또한 역사성 검토를 위해 해당자원별 과거로부터 
이어져오는 전통행사 및 선비정신 계승을 위한 활동을 
조사하였다.

자원유형별로 보면 종교시설이 300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다음으로 역사시설이 208개, 문화․관광
시설이 122개, 숙박시설이 69개, 교육시설이 41개, 공
공시설이 34개, 교통시설과 시장이 각 18개, 기존계획
이 17개 등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동지
역이 375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풍기읍이 88
개, 순흥면 62개, 부석면 60개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국보 2개소
는 부석면에 위치하고, 보물 13개소는 순흥면, 부석면 
동지역 이산면, 풍기읍 등에 분포하고 있다. 그 외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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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경북문화재, 기념물, 유형문화재 등이 각 지역에 산
재하여 분포하고 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 전략적 개발우선순위를 결정

하기 위해서 관련자료(기존 연구의 유형분류) 검토 및 
전문가 FGI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18-21]. 

지역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영주시의 정체성 
극대화 측면에서 자원이 갖는 선호도, 자원의 역사성을 
고려하기 위한 역사적 가치, 자원간 연계성 고려를 위
한 군집성, 광역교통 수단으로부터 접근성, 주민의 접근

성을 고려하기 위한 인구밀도 등을 분석요인으로 선정
하였다. 

다양한 분석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요인
별 값을 Z값으로 표준화 하였다. 그리고 분석요인별로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AHP분석)을 토대
로 가중치를 도출․적용하여 최종 잠재력을 산정하였다. 
특히 각 요인별 평가항목에서 평가요인별로 비교하는
데 있어, 항목별 집계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범
주에서 분석하기 위해 Z값으로 표준화 하였다. 또한 다
수의 분석요인을 기준으로 분석 시 항목별 중요도가 다
르기 때문에 전문가 설문(AHP분석)을 통해 항목(요인)
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자원유형 개수 세부 유형
공공 34 관공서, 보건소, 주민센터, 경로당
교육 41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도서관
교통 18 터미널, 철도역, 주차장, 휴게소

기존계획 17 도시재생선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영주북부권역, 
전략사업계획

문화/관광 122 명소, 공연장 등 전시관람시설, 리조트, 식당, 
삼림욕장, 체육시설

숙박 69 호텔, 펜션, 민박, 야영장
시장 18 시장, 마트
역사 208 국보, 보물,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종교 300 교회, 사찰, 성당
계 827 -

표 1. 영주시 자원현황 및 분류

분석요인 세부 내용

선호도(trend)분석: 임팩트 ∙ 가용자원의 선호도
∙ 포털사이트의 검색량(trend)적용

역사적 가치분석: 역사성 ∙ 가용자원의 건축시기 및 역사성 고려
∙ 역사자원/근현대시설로 구분

자원간 군집성(cluster)분석: 
연계성 ∙ 가용자원 반경 500m내 자원의 개수 분석

광역교통 접근성 분석: 접근
성

∙ 광역교통 수단으로부터 가용자원까지의 거리 산정
∙ GIS 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최소값 산출

인구밀도 분석: 주민 접근성 ∙ 가용자원의 주민 방문빈도(접근성) 고려
∙ 인구센서스 집계구 기준 인구밀도 적용

표 2. 잠재력 분석요인

역사시설 교육시설 문화관광

공공시설 기존계획 시장

그림 1. 영주시 자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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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IS를 이용한 잠재력 분석 과정

Saaty가 고안해 낸 AHP방법은 항목간 쌍대비교를 
통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는 기법으로[22], 홍성언, 
박수홍(2003)과 조건, 강재영(2016) 등은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지표별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
해 AHP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하였다[23][24].

본 연구에서는 단일계층구조에 9점 척도로 전문가 설
문지를 구성하여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는 관
련분야 전문가 10명(대학교수 4명, 국책연구기관 4명, 
연구진 2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Ⅳ. 지역자산 입지분석 

1. 요인별 분석 결과
선호도(Trend) 분석은 영주시 모든 가용자원을 대상

으로 외부의 관심(선호)도 조사를 위한 것으로 대형 포
털사이트에서 영주시 자원별 검색량을 조사하여 반영
하였으며, 평가요인별 비교를 위해 Z값으로 표준화 하
였다. 검색량 도출순위를 보면 부석사, 무섬마을, 영주
역, 소백산풍기온천리조트, 선비촌, 소수서원, 풍기인삼
시장, 국립산림치유원, 풍기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역사적 가치 분석에서는 자원을 국보, 보물, 사적, 지
방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근현대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선비의 정신 계승을 위한 활동을 함께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역사적 가치 분포현황을 보면 부석면, 순흥면, 이산면 
지역에 역사적 시설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석사
(무량수전, 석등, 조사당 등), 소수서원, 흑석사, 성혈사, 
영주북지리석종래좌상, 영주동석조여래입상 등의 점수

가 높게 나타났다.
자원간 군집성(Cluster) 분석은 영주시 자원간 연계

개발 가능성 검토를 위해 가용자원별 500m내 자원의 
분포 개수를 분석하고, Z값으로 변환하였다. 분석결과 
가용자원이 많은 동지역을 중심으로 연계성이 높게 나
타났으며, 무섬마을 부석사, 소수서원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광역교통 접근성 분석은 개별자원의 광역교통 접근
성 고려를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시설인 기차역, 고속도
로 IC, 버스터미널 등의 접근시간(최단소요시간)을 산
정하였다. 접근시간 산정은 도로통행시간을 고려하기 
위해 GIS Network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인구밀도 분석은 지역주민의 이용빈도를 고려하기 
위해 검토하였으며 통계청 집계구 기준으로 인구밀도
를 산정하고 Z값으로 변환(항목별 편차에 따른 오류를 
해결)하였다. 분석결과 동지역과 풍기읍지역, 부석면 지
역의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2. 개발우선순위 분석결과
앞에서 구축된 평가요인을 분석모형 식(1)에 적용하

여 잠재력을 도출하며, 항목별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하
여 AHP 분석에서 도출된 항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였다. 

그림 3. 평가요인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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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 50% 역사성 : 20%

인구밀도 : 10%

접근성 : 15%군집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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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기에서, 는 항목별 평가요인

         는 항목별 중요도(가중치)

분석결과 부석사무량수전이 잠재력 평가 결과 0.757
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이어서 풍기인삼시장, 영주
역, 소수서원, 소백산풍기온천리조트, 풍기역, 영주종합
터미널, 무섬마을, 선비촌, 부석사, 국립산림치유원 순
으로 분석되었다. 

명칭 잠재력 선호도 역사성 연계성 접근성 인구밀
도

부석사무량수전 0.757  1.000  1.000  0.500  0.005  0.316 
풍기인삼시장 0.732  0.996  0.100  0.407  0.841  0.669 

영주역 0.697  1.000  0.100  0.425  0.762  0.414 
소수서원 0.679  0.999  0.333  0.388  0.403  0.327 

소백산풍기온천
리조트 0.668  1.000  0.100  0.318  0.668  0.317 

풍기역 0.668  0.875  0.100  0.353  0.838  0.669 
영주종합터미널 0.662  1.000  0.033  0.318  0.703  0.337 

무섬마을 0.637  1.000  0.100  0.463  0.413  0.319 
선비촌 0.629  1.000  0.100  0.407  0.374  0.327 
부석사 0.624  1.000  0.333  0.500  0.005  0.316 

국립산림치유원 0.588  0.877  0.100  0.269  0.563  0.319 
영주제일교회 0.588  0.691  0.200  0.987  0.668  0.531 
영주포교당 0.541  0.463  0.333  0.982  0.719  0.853 
삼판서고택 0.533  0.492  0.200  0.900  0.740  0.908 

장수조이월드 0.528  0.697  0.100  0.254  0.767  0.319 
희방사 0.524  0.685  0.333  0.254  0.471  0.317 

영주스포렉스 0.516  0.565  0.033  0.538  0.765  0.854 
부석사조사당 0.516  0.519  1.000  0.481  0.005  0.316 

구성마을 0.509  0.494  0.100  0.991  0.716 0.853 
영주문화원 0.499  0.478  0.033  0.968  0.713  0.982 

표 3. 개발우선순위 분석결과(상위 20개)

그림 4. 영주시 주요거점 도출 결과

잠재력분석 결과를 맵핑하여 8개의 주요거점을 도출
하였으며, 세부지역별 검토를 위해 북부, 서부, 동부, 남
부권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자원을 검토하였다. 거점지
역내 연계루트 등을 계척하기 위하여 거점내 세부잠재
지역을 도출하였다. 북부권역은 부석사와 소수서원이 
주요 거점으로 도출되고, 서부권역은 희방사, 풍기온천
리조트, 풍기역, 국립산림치유원 등 4개 거점이 도출되
었다. 동부권역의 경우 동지역을 중심으로 영주역,영주
종합터미널, 삼판서고택, 영주제일교회, 구성마을 등이 
입지해있다. 남부권역은 무섬마을이 주요거점으로 도출
되었다. 

북부지역의 거점자원은 부석사와 소수서원, 선비촌 
등으로 도출되었으며, 부석사 주변 연계가능한 자원은 
상석리 왜가리 서식지, 영주콩세계과학관, 영주시사과
홍보관 등이 입지하고 있다. 소수서원과 선비촌 주변 
연계자원으로는 백산서원, 소백산단산포도마을, 읍내리
벽화고분 등이 있다.  

권역 거점 자원

북부역

N-1

거점자원 부석사

연계자원

∙ 무량수전, 무량수전 앞 석등
∙ 부석사3층석탑, 당간지주
∙ 상석리왜가리(백로)서식지
∙ 영주콩세계과학관
∙ 영주시사과홍보관

N-2
거점자원 소수서원, 선비촌

연계자원 ∙ 소백산단산포도마을

표 4. 북부권역 세부자원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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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역의 거점자원은 희방사, 소백산풍기온천리조
트, 풍기역, 국립산림치유원 등으로 도출되었으며, 서부
권역은 죽령옛길, 백룡사석조여래좌상 등 다수의 역사
자원이 입지하고 있다.

동지역의 거점자원은 영주종합터미널, 광복로, 영주
향교, 영주역, 구성공원, 삼판서 고택 등이 있으며, 영주
종합터미널과 광복로 주변 연계자원은 영주동 가옥, 영
주제일교회, 후생시장, 하망동안양원 등이 입지해 있다.  
영주역과 삼판서고택 주변 연계자원으로는 구성산성, 
구성마을, 영주동포교당, 삼각지, 유천동마애여래좌석
등이 있다. 

남부지역의 거점자원은 무섬마을로 내부에 무섬박물
관, 외나무다리, 수도리가옥, 오헌고택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무섬마을 주변으로 월호리마애석불좌상, 종릉
재사, 평은역 등의 연계가능한 자원이 입지해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주시 지역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

권역 거점 자원

서부
권역

W-1

거점자원 희방사, 희방폭포, 희방계곡

연계자원

∙ 소백산천문대, 죽령옛길
∙ 영풍비로사석아미타 및 석비로자나
   불좌상
∙ 초암사3층석탑, 동부도, 서부도
∙죽계구곡, 성혈사나한전

W-2
거점자원  소백산풍기온천리조트

연계자원 ∙ 백룡사석조여래좌상
∙ 희방사역인삼박물관

W-3
거점자원 풍기역, 풍기인삼시장
연계자원 ∙ 풍기향교, 기위정

W-4
거점자원 국립산림치유원
연계자원 ∙ 솔향기마을

표 5. 서부권역 세부자원 도출 결과

한 방안으로 보유자산 개발우선지역을 분석하였다. 
보유자산을 대상으로 잠재력(입지) 평가요인을 도출하
고 분석모형에 의한 개발우선지역을 도출한 결과, 부석
사무량수전의 잠재력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이어
서 풍기인삼시장, 영주역, 소수서원, 소백산풍기온천리
조트, 풍기역, 영주종합터미널, 무섬마을, 선비촌, 부석
사, 국립산림치유원 순으로 대표적인 8개 주요거점이 
도출되었다. 

권역내 주요 연계 거점을 분석한 결과 북부권역은 부
석사와 소수서원이 주요 거점으로 도출되고, 서부권역
은 희방사, 풍기온천리조트, 풍기역, 국립산림치유원 등 
4개 거점이 도출되었다. 동부권역의 경우 동지역을 중

∙ 풍산홍유한선생유적지
∙ 백산서원, 총효고택
∙ 순흥어숙묘, 읍내리벽화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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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거점 자원

동지역
E-1 거점자원 영주종합터미널, 광복로, 후생시장, 

영주향교

E-2 거점자원 영주역, 구성공원, 삼판서고택, 삼각지

<E-1동지역북부>

<E-2동지역남부>

표 6. 동지역 세부자원 도출 결과

심으로 영주역, 영주종합터미널, 삼판서고택, 영주제일
교회, 구성마을 등이 주요자원으로 입지해있다. 남부권
역은 무섬마을이 주요거점으로 도출되었다. 

이상과 같이 지역자산 평가를 통한 개발우선지역 도
출은 지역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초가 될 수 있
으며, 주요거점을 대상으로 경관개발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주요 거점간 Network 분석을 통해 연계루트 개발 
및 연계방안을 수립하여 자산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필

권역 거점 자원

남부
권역 S

거점자원 무섬마을

연계자원

∙ 무섬박물관
∙ 무섬외나무다리
∙ 수도리가옥
∙ 오헌고택
∙ 종릉재사
∙ 영모제
∙ 월호리마애석불좌상
∙ 조제리보건진료소

표 7. 남부권역 세부자원 도출 결과

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정체성 확보 및 지역개발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재정투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잠재력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분
석요인별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해 AHP 분석기법을 적
용하였다. 항목별 세밀한 가중치 산정을 위해서는 평가 
항목을 계층화(대분류-중분류-소분류)하여 가중치를 
산정해야 하나, 단일계층구조에 의한 가중치를 산정하
여 항목별로 세밀한 가중치가 도출되지 못한 한계가 있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항목별 세분화된 계층구조를 적용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경관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도시특성화 사례조
사 및 전략방향 설정 연구(2017)" 의 일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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