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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Landscape Resources and View Points in Seoul
by the Internet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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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도심부의 경관분석을 위하여 경관 조망점을 인터넷 사진을 이용하여 추출하
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째, 서울 도심부를 대상으로 경관자원을 분석하였다. 기존에는 설문이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도시경관자원을 분석하였으나, 조사방법 및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의 파노라미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사진의 위치, 시간 및 내용 정보를 분석하
여 선호도가 높은 장소, 시기별로 선호되는 장소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였다. 둘째,
인터넷 사진을 통한 조망점을 추출하고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기존의 조망점 선정은 장소
의 인지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고 있지만 인터넷 사진을 이용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사진 찍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어, 기존 조망점의 실효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조망점 선정의 보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인터넷 사진, 파노라미오, 경관자원, 경관조망점
ABSTRACT∶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methods of utilizing the Internet Photos for the
Landscape Planning in Seoul. Ow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web 2.0 technology, people can share
their photos with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on the web, which enable the analysis on the
distribution of the places where they prefer actually. As a result of surveying and analyzing the internet
photo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reference degree in each place according to the picture
numbers can indicate the preferable places in every year. Second, through the time serial analysis,
the internet users can provide the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place. Third, with comparing the
existing landscape view points with preferable place according to the internet photo numbers, they
matched only below half, and a few pictures were taken in a third view points. Since they can show
the present preference of users on the points and landscape, the internet photos have great potential
about the landscape research if they can be utilized properly.
Key Words∶internet photos, panoramio, landscape resources, view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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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둘째는 인터넷 사진의 밀집지역과 서울 경관계획
의 기존 조망점을 비교․분석하여 기존의 조망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선정이 시민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였는지를 분
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관계획에서 조

최근 들어 도시경관이 지니는 사회성과 공공성

망점을 선정할 때 시민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는

은 점점 그 의미가 커지고 있다. 도시 속에서 경관

방법으로 인터넷 사진의 의미를 모색할 수 있다.

자원은 그 도시를 상징하며 시민들에게 도시다움
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어 경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관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
양한 분석방법이 제시되어 왔다.

1) 시간적․공간적 범위

경관계획은 조망점을 설정하기 위하여 일반인

연구의 범위는 크게 공간적, 내용적, 시간적 범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 크게 의

위로 나뉜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 도성 내를 중심

존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방법들은 특정 장

으로 내사산 능선과 서울성곽, 조선궁궐과 도심

소의 정성적 특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환경, 그리고 한옥과 문화공간 등 서울다움의 바

표본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선호도를 판단하는 데

탕이 되는 서울도심부이다.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경관자원에 대한 인식을

내용적 범위는 지리정보 콘텐츠 중 구글의 파

조사하는 경우, 이미 선정된 도시의 경관 자원의

노라미오(panoramio)1)에서 서비스되는 사진을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쉬우나, 미리 제시된 경관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원 이외에 새로운 경관자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행사․이벤트는 웹문서 및 인터넷뉴스 검색 사이

단점이 있다.

트2)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사

시간적 범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진 분석방법이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이용자수의

의 사진을 대상으로 한다. 구글 파노라미오에서

급증 및 웹2.0기반의 서비스 확산으로, 인터넷상

사진을 업로드하기 시작한 2006년에는 사진의 수

의 이용자 지리정보 콘텐츠가 크게 증가하고 있

가 너무 적었고, 본 연구가 연도별 사진 밀집지역

다. 이중에서도 특정 위치에 대한 공개 사진 콘텐

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할

츠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간 및 경관에 대

수 있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의 사진 자료

한 현재의 선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3)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인터넷 사진
의 분포 분석을 통하여 인터넷 사진에 의한 경관

2) 연구의 방법

자원과 기존의 경관자원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1) http://www.panoramio.com.(접속일자: 203.06)
2) http://www.kinds.or.kr.(접속일자: 2013.08)
3) 2012년 자료 중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시기나 구체적인 GIS point 장소가 미상인 것이 많아서 2012년 전체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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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인터넷 이용자 사진을 활용한 연구와 서울시

조망점 설정에 관한 연구, 그리고 서울시를 대상

의 대표적인 경관자원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조

으로 하는 대표적 경관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로

사하였다.

정리하였다.

둘째, 수집할 인터넷 이용자 사진을 이미지에
따라 분류할 틀을 정하고, 구글의 파노라미오 서

1) 인터넷 사진 활용과 관련된 연구

비스로 제공되는 사진자료의 위치정보와 등록된

인터넷 사진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정량적이고

시간정보를 파악하고 이미지별로 분류한다.
셋째, 위치정보와 시간정보, 이미지정보를 Arc
GIS10을 통해 점(point) 데이타로 전환한다.

객관적 분석이 어려웠던 경관과 장소에 대하여 계
량적 측정을 시도하였다.
김선호 외(2011)는 공간구문론의 축선도 분석

넷째, 인터넷 사진의 위치(point)자료를 통해

에 인터넷 사진 분포를 활용함으로써 공간구문론

인터넷 이용자 사진의 공간적인 분포를 활용하여

의 보완지표를 제시하고, 인터넷 사진 지도에서

기존의 경관자원 분석방법과 비교한다.

나타나는 공간 환경의 인지도가 보행경로에 영향

다섯째,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에서 선정해 놓은

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유욱종(2010)은 도시경관

조망점에서 인터넷 이용자 사진의 정량적ㆍ정성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네이버 카페에 업로

적 분석을 통해 인터넷 사진 밀집지역과 기존 계

드된 이미지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리정보

획상의 조망점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서비스를 이용한 배선학(2011)은 구글파노라미오
에서 제공되는 위치정보와 시간정보를 활용하여

선행 연구 및
기존 경관계획의 검토

공간적 밀도와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경관자원의

대상지 선정 및
인터넷 사진 현황분석
인터넷 사진
연도별 현황분석

비교․분석

분포 특성을 규명하고 있다.
인터넷 사진
이미지 유형별 분석

인터넷 사진을 통한
경관자원 분석
인터넷 사진
분포특성 분석

비교․분석

조망점 설정에 관한 연구는 도시경관계획과 관
기존 연구에 의한
경관자원 분석

비교․분석

련된 연구가 많으며, 정경석 외(2011)는 도시경관
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 고도지구의
규제 높이를 조망점과 조망축을 고려하여 설정해

경관계획상 조망점 분석
인터넷 사진에 의한
조망점 추출

2) 조망점 설정과 관련된 연구

기존 경관계획상의
조망점 추출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용호ㆍ곽성남(2007)은
조망점 선정 기준을 조망성, 공공성, 경관 변화성

결론 및 시사점

으로 구분하고 기존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대상으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로 GIS 중첩분석과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
관을 평가하였다.

3. 기존 연구동향 및 연구의의

임승빈 외(2011)는 장소성 및 장소경험을 정량
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장소성을 표현하는 매개

기존의 연구동향을 인터넷 사진을 활용한 연구,

어휘와 시민경험의 설문조사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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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ㆍ정미영(2013)은 지역 고유의 장소 의미,

본 연구는 구글 파노라미오의 서비스를 이용해

장소성이 인터넷을 매개로 어떻게 소통되고 나뉘

단순히 인터넷 사진의 공간적 분포와 밀도 분석에

면서 발전하는지에 대한 질적, 양적 분석을 실시

그치지 않고 연구 대상지 내 등록된 모든 사진의

하였다.

이미지를 분류하여 인터넷 이용자 사진이 가지는
지리정보와 콘텐츠를 바탕으로 경관계획에 활용

3) 서울시의 대표적 경관과 이미지 관련 연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대표적 경관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전문가, 일반인, 또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선정

Ⅱ. 연구대상지 및 인터넷 사진의 현황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윤인구(1993)는 일반
인 설문을 통하여 대표경관을 추출하였으며, 이창

1. 연구 대상지의 선정

연ㆍ김한배(2011)는 자연경관, 역사경관, 건축물
경관, 시가지경관으로 구분하여 대표경관을 추출

서울 도심부 발전 계획(2004), 아름답고 매력

하였다. 박현찬 외(2010)는 일반인과 전문가가 생

있는 ｢서울만들기｣, 그리고 서울특별시 역사문화

각하고 있는 대표경관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도

경관계획(2010a) 등 관련 계획을 통하여 시민과

하였다. 장미래 외(2011)는 야간경관을 중심으로

방문객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와

연구하였다. 서울의 대표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서

경관이 많이 조성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많이 찾

울연구원(2011)과 서울특별시(1995, 2000, 2004,

고, 활동이 많으며, 더불어 인터넷 사진이 많이 등

2010c)가 있으며, 한은실 외(2006)는 개방형 설문

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연구 대상지를 서

및 그림 설문을 통하여 도시경관과 관련 있는 이

울 사대문 안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대상지의 면

미지를 추출하기도 하였다.

적은 약 18.25km²이다.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경관자원 연구는 주로 설문조사나 기
존연구 결과에 의존해 왔다. 설문조사를 통해 조
망점 및 조망축을 설정하는 것은 피설문자가 그리
는 경관을 도면화하거나 정확한 지점을 설정하기
어렵고 설문이 유도하는 결과에 의한 편향성이 존
재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분석
함으로써 시민들이 주로 사진을 찍는 장소와 사진
의 내용을 분석하여 조망점과 경관자원을 연구한
다는 면에서 기존의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2> 대상지(서울 사대문 내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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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사진의 현황 분석

이용되고 인터넷 이용자 사진이 많이 등록되는 곳
이지만 사진마다 장소에 대한 정확한 좌표를 얻을

1) 조사개요

수 없어 연구자가 사진마다 대강의 좌표를 파악해

본 연구는 지역의 인문경관과 자연경관 등 다

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양한 경관자원을 대상으로 구글 파노라미오 서비

플리커는 2005년 포털사이트인 야후(Yahoo!)

스에서 제공되는 사진 자료의 위치정보와 빈도수

에서 인수하여 개인 블로그서비스와 연계하여 사

를 분석하여 그 지역의 경관 자원을 평가하였다.

진을 공유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공식 어플리

파노라미오에서 서비스되는 경관사진에는 위치

케이션과 연동 가능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정보인 경위도 좌표와 함께, 사진등록일자, 등록

이용되는 사진 공유사이트이다.

자의 이름과 ID, 사진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

파노라미오는 2007년 포털사이트인 구글에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정보 중, 위치

인수하여 지리정보이미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정보와 함께 사진이 등록된 일자는 지리적인 분석

으며, 인수 이후 인터넷 이용자 사진이 급속도로

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다.

증가하고 있다. 플리커와 달리 파노라미오에 등록

특정 경관을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관사진

되는 사진은 1차적인 필터링과정을 거쳐 지리정

의 밀도를 분석하기 위해 구글의 파노라미오를 통

보를 담은 사진 위주로 등록되어 지리적 위치뿐만

하여 제공되는 사진자료의 위치를 점(point)데이

아니라 장소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추출해 낼

터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경관사진의 위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료는 경관사진에 대한 공간적인 분포를 시각적

또한 연구 대상지역 중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으로 표현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

플리커 사진과 파노라미오 사진을 추출하여 학술

해, ESRI사의 Arcgis10을 이용하였다.

적 분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이미지를 분류한

특정 지역에 대한 월별 또는 계절별 선호정도

결과 <그림 3>,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플리

를 살펴보기 위해 경관사진이 등록된 날짜 정보를

커는 인물, 음식 건축물의 내부 등 개인 블로그 중

조사하였다. 파노라미오에 사진을 등록하는 시점

심의 사진이 많았고, 파노라미오는 가로경관, 건축

은 해당 지역을 방문한 직후일 가능성이 높다. 따

물 외부, 건축요소 등 경관자원과 관련 있는 사진이

라서 사진이 등록된 날짜 정보를 이용하여 연도별

많아 파노라미오 사진을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밀도를 분석하였다.
2) 조사방법

인터넷 이용자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
트는 크게 국내의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플리커
와 파노라미오가 있으며, 각각 다른 특징을 지니
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그림 3> 플리커의 사진 유형(Yahoo!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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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했지만, 2010년에는 4,420개였고, 2011년에는
2,171개로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2012년에
는 자료 구성방식이나 날짜 미상의 사진이 많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5년
간의 사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4) 인터넷 사진의 이미지 분석
<그림 4> 파노라미오의 사진 유형 (Google 사이트)

인터넷 이용자 사진의 지리정보에 대한 위치
자료는 점(point)데이터로 전환하여 GIS를 통해

3) 인터넷 사진의 연도별 현황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진 이미지를

서울 사대문안 대상지를 기준으로 2006년부터

크게 도시경관 또는 경치, 건축물, 길, 조형물 그리

2012년 3월까지 구글 파노라미오에 업데이트된
사진을 수집하였다.

고 기타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경관은 원경-중경-근경이 모두 포함되며, 길 이

사진 수를 정리하면 <그림 6>과 같다. 2006년에

미지에는 대로, 가로, 그리고 골목길을 의미한다.

는 총 55개로 매우 적었고. 2007년부터 1,186개로

기타는 인물, 동물, 표지판, 그 외의 것들로 구성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4,357개로 거의 4

다. 이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그림 7>과 같다.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09년에 3,046개로 약간

<그림 7> 사진 이미지 분포
<그림 5> 구글 파노라미오 이미지 사례

전체 16,020장의 사진 중에서 경관 또는 경치를
찍은 사진은 3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건축물이 28.8%였다. 세 번째는 대로, 가로 그리
고 골목길 등 길을 찍은 사진(17.2%)이 많았고,
가장 적은 것은 조형물/시설물로 9.1%를 차지하
였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경관>건축물>길>조형
<그림 6> 인터넷 사진의 연도별 분포

물의 순으로 사진을 업로드 했다. 이것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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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매개로 해서 경관을 바라보는 시민의 관점
에서 경관자원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

<표 1> 서울의 대표경관에 대한 기존연구
연구

을 보여주고 있다.

Ⅲ. 기존 및 인터넷 사진을 통한 경관자원의 비교

윤인구
(1993)

1. 기존의 경관자원 도출
1) 서울의 대표적인 경관자원에 대한 연구

서울시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경관자원을 연구

이창연
ㆍ
김한배
(2010)

한 논문은 주로 이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표경
관을 미리 선정하고, 대표경관의 인지에 대하여
전문가 또는 일반인의 설문 조사․분석을 실시하
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내용적으로는 대표경관과
인지요인에 대한 상호관계를 비교․분석하거나,

박현찬
외
(2010)

전문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서
울시의 대표경관을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
리하면 <표 1>과 같다.

장미래
외
(2011)

2) 서울의 대표적 이미지에 대한 연구

한은실 외(2006)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와 심상지도를 분석하여 서울시 이미지나 인지

분석
방법

남산, 한강, 63빌딩, 경복궁, 남대문, 관악
산, 덕수궁, 잠실운동장, 올림픽경기장,
일반인 세종문화회관, 명동성당, 북한산, 광화문,
설문 도봉산, 독립문, 동대문, 국립묘지, 서울역
사 ,창덕궁, 예술의 전당, 강남터미널, 행
주산성, 수락산, 인왕산, 아차산
자연
남산, 북한산, 한강
경관
선행
역사
경복궁, 덕수궁, 광화문, 동대문
연구
경관
분석
건축물 63빌딩, 상암 월드컵경기장, 청와
및
경관 대, 국회의사당
일반인
설문 시가지 시청앞 광장, 서울역 일대, 여의도,
코엑스, 청계천, 명동거리, 인사동
경관
거리, 압구정
남산, 한강, 경복궁, 청계천, 북한
산, 63빌딩, 숭례문, 덕수궁, 남산
일반인
타워, 광화문, 창경궁, 도봉산, 관
전문가
악산 등
및
일반인
남산, 한강, 한옥마을, 흥인지문,
설문
북한산, 독립문, 청계천, 종로, 숭
전문가
례문, 탑골공원, 선정릉, 사직단,
북악산 등
선행 경복궁, 광화문, 국회의사당, 남대문, 남
연구 산,, 한강 대학로일대, 덕수궁, 동대문, 명
분석/ 동거리, 북한산, 상암 월드컵경기장, 서울
전문가 역일대,, 시청앞 광장, 63빌딩 압구정거리
설문 일대, 여의도, 인사동, 청계천, 코엑스

<표 2> 서울의 대표 이미지에 대한 기존연구
연구

분석
방법

방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서울시(1995, 2000, 2004,
2010c)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기 위하여 서울
모습 사진기록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사진기록화 사업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 전체

한
은
실
외
(2006)

선행
연구,
일반인
설문

적 모습을 파악하고 대표경관을 분석함으로써 주
요 경관권역, 주요 조망점 및 조망대상을 설정하
여 서울시의 구체적 이미지 형성을 도모하고 있
다. 기존 연구에 대하여 분류 사례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대표경관 추출

서
울
시
(2010)

문헌
조사,
일반인
설문,
현장
조사

대표이미지 추출
한강, 남산(타워, 길), 63빌딩, 명동거리,
동대문, 인사동, 종로(피맛골), 경복궁, 광
화문, 상암 월드컵경기장, 여의도(공원),
시청, 강남역, 서울역, 대학로, 코엑스, 지
하철, 청와대,, 압구정거리, 청계천, 덕수궁,
국회의사당, 버스 (정류장, 차로), 북한산,
올림픽공원, 남대문시장, 이태원, 창경궁,
동대문시장
한강, 남산, 63빌딩, 명동거리, 동대문, 인
사동, 종로(피맛골), 경복궁, 광화문, 상
암 월드컵경기장, 여의도, 시청, 강남역,
서울역, 대학로, 코엑스, 지하철, 청와대,
압구정 거리, 청계천, 덕수궁, 국회의사당,
버스(정류장, 차로), 북한산, 올림픽공원,
시청앞 광장, 남대문시장, 이태원, 창경궁,
동대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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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대문, 인사동 등 역사문화와 관련된 경관자원이 6

기존의 연구에 의한 서울 사대문 안의 경관자

회 언급되어 다음을 이었다. 광화문, 남대문, 명동

원을 도출하기 위하여 경관자원에 대한 연구, 대

등이 5회였으며, 가장 적게 언급된 경관자원은 사

표적 이미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대표적 장소에

직단, 창덕궁과 탑골공원으로 1번이었다.

대한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산, 청계천,
경복궁, 덕수궁, 동대문, 인사동, 광화문, 남대문,

2. 인터넷 사진을 통한 경관자원 분석

명동, 시청, 창경궁, 남대문시장, 대학로, 동대문시
장, 종로, 남산타워, 세종로, 청와대, 사직단, 창덕

1) 장소별 분포

궁, 탑골공원 등 21가지의 장소를 추출할 수 있었

인터넷 사진의 분포를 보기 위해 2007년부터

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011년까지 연도별 사진 수의 차이를 감안하여 표

청계천과 남산이 8개의 모든 연구에서 경관자

준편차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시각화하기

원으로 언급되는 자원이었다. 경복궁, 덕수궁, 동

위하여 50m간격의 그리드(grid)를 이용해 인터넷
이용자 사진이 등록된 점이 포함되는 구역만 추출

<표 3> 기존연구에 의한 경관자원 도출
박

해낸 후, 그 구역 안에서 밀도를 분석한 결과는

연구 윤

한

서

이

장 임

설문 일

일

일

일 일 전 전 일

<그림 8>과 같다.
소계

남산
○ ○ ○ ○ ○ ○ ○ ○ 8
청계천 ○ ○ ○ ○ ○ ○ ○ ○ 8
경복궁
○ ○ ○ ○
○ ○ 6
덕수궁
○ ○ ○ ○
○ ○ 6
동대문 ○ ○ ○ ○
○ ○
6
인사동 ○ ○ ○ ○
○ ○ 6
광화문 ○ ○
○
○ ○ 5
남대문 ○
○ ○ ○ ○
5
명동
○ ○
○
○ ○ 5
시청
○ ○ ○ ○
4
창경궁
○ ○ ○ ○
4
남대문시장 ○ ○
○
3
대학로
○ ○
○ 3
동대문시장 ○ ○
○ 3
종로
○ ○
○
3
남산타워
○
○
2
세종로 ○
○ 2
청와대 ○ ○
2
사직단
○
1
창덕궁
○ 1
탑골공원
○
1
주: 윤- 윤인구(1993), 한- 한은실 외(2006), 서-서울시
(2010c), 아-이창연ㆍ김한배(2010), 박-박현찬 외
(2010), 장-장미래 외(2011) 임-임승빈 외(2011),
일-일반인 설문, 전-전문가 설문

<그림 8> 인터넷 사진 분포 – 50m grid

인터넷 이용자 사진의 분포가 가장 많은 지역
은 세종로였으며, 다음으로는 청계천, 경복궁 순
이었다. 세종로, 청계천, 북촌, 명동, 그리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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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등 일반 시가지에서 더 많은 사진을 찍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고궁 등 역사적 유적지와 관련해서
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의 순이었다. 이를 정
리하면 <그림 9>와 같다.

<표 4> 연도별 각 장소의 이벤트 및 사진이미지 수
장소/연도
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인사동
대학로
남산타워
북촌한옥마을
남산한옥마을
명동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청계천
세종로

장소별 이벤트 수
2007 2008 2009 2010 2011
7
11
1
10
6
3
7
4
2
1
1
4
3
5
2
5
6
5
2
6
7
6
7
4
5
4
3
3
2
1
2
1
7
5
7
3
4
2
2
5
4
1
3
2
4
3
3
2
2
2
1
2
1
2
1
2
10
7
4
7
4
1
1
2
1

소계
35
16
14
20
26
16
9
26
4
9
13
9
6
3
36
6

사진총합
1310
130
446
985
775
423
750
575
773
1243
32
1136
291
123
1393
1549

<그림 9> 주요 밀집 장소에 대한 연도별 누적 회수

사진의 수와 각 장소의 이벤트와의 관계를 분
석하기 위하여 각종 궁궐(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및 종묘는 홈페이지에 공지한 행
사를 중점으로 인터넷 기사를 수집하였고, 다른
장소들의 경우 한국 언론진흥재단 뉴스검색사이
트와 검색엔진 네이버를 중심으로 자료를 보완하
고 축제 및 이벤트를 조사하여 <표 4>와 같이 정
리하였다.

<그림 10> 이벤트 수 - 사진수 산포도

고궁 등의 문화재에 많은 이벤트가 있었으며,
청계천을 제외하고는 일반적 시가지에는 이벤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0>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벤트

2) 시간대별 분포

수와 사진수의 산포도는 상관성이 없어 보이며,

파노라미오에 업로드된 사진 중 야간 이미지의

피어슨 상관계수에 의한 공분산(covariance)이 0

사진들을 전체적으로 분류하고, 그 장소별로 인터

에 가깝기 때문에 각 장소의 연도별 사진수와 이

넷 사진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야간 이미지

벤트 수를 통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를 분석해 보았다. 야간 이미지의 비율은 전체 사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경관자원의

진 중 9.2%를 차지하며, 연도별도 야간 이미지를

관점에서 이벤트와 같은 외생적 변수는 커다란 영

분류해 본 결과 <그림 11>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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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수는 2006년부터 차츰 증가하다가 2008년
에 급증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다
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2> 장소별 야간 사진 수

<그림 11> 연도별 야간 사진 수

이는 서울시에서 2008년에 ｢국제 야간조명 상｣

<그림 13> 주요 장소별 야간 사진 분석

을 수상하였는데, 이 시기와 맞물려 다양한 야간
경관과 야간조명을 설치한 조명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10년의 경우, UN공공행정상인
｢여행 프로젝트 상｣을 수상하였고, 통계적으로 해
외관광객도 늘었으며 청계천 일대에는 ｢세계 등
축제｣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장소별로 야간이미지를 분석해 본 결과, 명동>
세종로 > 청계천 > 남산N타워 주변 순으로 나타
났다. 야간 이미지는 야간경관과 야간조명이 설
치된 조형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명동, 세종
로, 청계천 일대에는 근경의 야간이미지가 많았으
며, 남산N타워의 경우 야간이미지 분석 범위가 근
린공원-남산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다른 장소에서
원경으로 남산N타워가 촬영된 사진들도 많았다.
특히 명동의 야간 이미지의 경우, 다른 장소보다
외국인 관광객의 업로드 사진이 많은 편으로 분
석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12>, <그림 13>과
같다.

3) 인터넷 사진을 통한 경관자원의 분석

연구 대상지인 서울 도심부에서 실제로 사람들
이 많이 찾고, 사진을 많이 찍는 장소를 파악해 본
결과,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장소들에서 인터넷 이
용자 사진이 밀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인터넷 이용자 사진의 경우, 사진의 분포 위치
를 통해 관광자원의 파악이 가능하며, 기존의 경
관자원의 조사방법과 달리 관광자원 내에서도 실
제로 사진이 많이 찍히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 이용자 사진의 분포를 통해 경관자원의
분포와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고, 연도별로 인터
넷 이용자 사진의 분포변화를 통해 새롭게 부각되
는 경관 hot-spot을 발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인터넷 사진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
부터 2011년까지 구글 파노라미오에 있는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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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도별 사진 수의 차이를

사진 분석에 의하여 도출된 경관자원은 5곳인 것

감안하여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으로 분석되었다. <표 5>에서 광화문과 광화문 광

시각화하기 위해 50m간격의 그리드(grid)를 이용

장, 시청과 시청광장, 세종로와 광화문 광장은 비

해 인터넷 이용자 사진이 등록된 점이 포함되는

슷한 장소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인터넷 사진 분석

구역만 추출해낸 후, 그 구역 안에서 밀도를 분석

결과가 좀 더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장

하고 밀도가 평균 이상인 지역을 도로와 장소별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분한 결과는 <그림 14>와 같다.

기존 연구에만 있는 경관자원은 청와대였다. 이
러한 장소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실
제로 시민들이 사진을 즐겨 찍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 사진 분석으로 새롭게 도출된 북촌한옥
마을과 삼청동은 2011년 기준으로 시민들의 방문
이 갑자기 늘어난 장소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곳이기는 하지만 인터넷 사진의 밀도를 분
석한 결과 시민들이 사진을 자주 찍는 장소인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문조사와 실제 사진 찍
는 장소의 분석이 다르게 나타난 지역으로 경관자
원을 선정할 때 인터넷 사진도 의미가 있을 것으
로 추측된다. 또한 명동 성당같이 기존 연구에 의
한 경관자원으로서의 명동 안에서 명동성당이라

<그림 14> 인터넷 사진 밀집 지역

인터넷 사진의 밀집 정도를 분석하여 도출한
경관자원은 경복궁, 광화문광장, 남대문, 남대문
시장, 남산 한옥마을, 대학로, 덕수궁, 동대문, 동
대문시장, 명동가로, 명동성당, 삼청동, 인사동, 시
청광장, 인사동, 종로, 종묘, 창경궁, 창덕궁, 청계
천, 북촌 한옥마을 등 총 21개 지역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기존의 연구에서 도출한 경관자료
와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기존연구에서 도출된 경관자원과 인터넷 사진
에 의하여 도출된 자원이 같은 곳은 총 18곳이며,
기존 연구에만 있는 경관자원은 1곳이고, 인터넷

는 구체적인 장소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표 5> 기존연구와 인터넷 사진에 의한 경관자원비교
비교분석

경관자원

경복궁, 광화문 (광화문광장) 남대문,
기존연구와
남대문시장, 남산, 남산타워,
인터넷 사진의 남산한옥마을, 대학로, 덕수궁, 동대문
경관자원이
동대문시장, 사직단, 시청 (시청광장),
같은 곳
세종로 (광화문광장) 인사동, 종로,
창경궁, 창덕궁, 청계천 (19)
기존 연구에 만
있는 곳

청와대 (1)

인터넷 사진
분석으로
도출된 곳

명동성당, 북촌한옥마을, 삼청동, 종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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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터넷 사진 밀집지역과 경관 조망점 비교분석

<표 6> 조망점 선정 기준 분류
구분

1. 조망점 선정 기준
일반적으로 조망이라 하면 관찰자가 일정한 거
리를 두고 한 눈에 보이는 대상물과 그 주변 환경
을 의미하며, 조망점은 조망대상을 바라볼 수 있
는 지점이라 정의하고 있다. 조망대상을 바라보는
불특정 예비시점들 가운데 조망경관이 우수하여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가 필요한 공간을 의미하기
도 한다. 동일한 조망대상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조망점의 위치에 따라 경관이 변화하여 경관계획

정하는 것이 경관계획 및 관리에 관한 가장 기초
적이고 중요한 과제이다(이청원, 2010).
한국경관협의회(2008)는 개발대상지의 경관계
획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획수립체계 구
축을 목적으로 조망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중심
개념, 조망위치, 조망점 활용에 따라 선정기준을

조망점 지정 예시

우수한
- 주요건축물, 주요지형지물
주변
경관자원 경관자원을
중심 중심 잘 조망할 수 있는 - 문화재 주변 주요지점
장소
- 점망대, 진입부 경관
개념
에
- 주요 도로 및 교차로
따른
- 공원 및 광장
구분 이용자 이용밀도가 높은 - 이용자 밀집 주요 시설(문
중심
장소
화재, 상업시설, 산책로, 하
천공간 등)
내부 계획대상지 내부
- 대상지 내부의 주요 지점
조망점
주요 지점
조망
위치 외부 대상지 주변 주요 - 진입부 광장
에 조망점
지점
- 주변 통과 도로상의 주요지점
따른
원경/ 원경/중경/근경별
- 조망대상 중심으로 거리별
구분
중경/
경관변화 예측
조망지점 분배
근경
지점

및 개발사업의 기준 등의 방향이 달라진다. 따라
서 바람직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점을 선

조망점 선정기준

조
망
점

규제형
조망점

양호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 조망보존을 위한 기준조망
설정한 기준
점 (전략적 표준조망점)
조망점

양호한 경관을
형성형
- 경관계획의 기준이 되는 조
형성하기 위한
활용 조망점
망점
기준 조망점
에
불량한
따른
구분 관리형 경관관리를 위해 -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경관
조망점
설정한 기준
모니터링 기준점
조망점

자료: 한국경관협의회(2008: 56)

체계화하여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조망점은 경관계획에 있어서 조망축 설정이나

형성형, 관리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 경관

스카이라인구상과 같은 구상 및 계획단계에서 기

계획을 진행할 때에 조망점의 설정은 이용자 중심

준점이 되거나, 건축물 높이규제, 시각회랑 확보

의 조망점과 경관자원 중심의 조망점을 선정하되,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관관리 수단의 적용에 있어

각 조망점에서 보이는 주요 조망대상을 고려하고

서 역시 기준이 되는 지점이므로 그 설정에 있어

원경, 중경, 근경 등을 고려한다. 또한 주변 지역의

서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외부 조망점도 선정하며, 구체적인 조망점의 활용

이러한 조망점은 이용밀도가 높은 지점을 선정
하거나 우수한 경관자원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지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조망점을 선정한다(한
국경관협의회, 2008: 58~60)

점을 선정하는데, 이런 중심개념(경관자원, 이용
자) 측면의 조망점 구분 외에도 조망위치에 따른

2. 서울 도성 내 기존의 조망점 선정

구분(내부, 외부), 조망거리에 따른 구분(근경, 중
경, 원경), 조망점 활용방식에 따른 구분(규제형,

서울 도심부에는 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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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관권역이 복합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율곡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2004/2005

로와 퇴계로 사이의 시가지는 도심경관권역으로,

사진 기록화 사업에서는 47개의 촬영장소를 선정

경관축은 자연녹지축-남산주변, 수변축-청계천

했지만, 2009/2010년 사진 기록화 사업에서는 30

축, 서울성곽축이며 역사특성 거점에 해당되는 구

개소가 줄어든 27개 장소를 선정하여 촬영하였다.

역 등이 여러 가지 층을 이루면서 복합적으로 연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의 서울

계되어 있는 지역이다(서울특별시, 2009b: 60).

시 자연녹지경관 기본계획에서는 서울 시내에서

서울시는 특히 사대문 내에서 도심부가 간직해

산과 하천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점을 24개 선정

온 궁궐, 사대문, 사직, 종묘 등 역사 문화자원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경관계획 상의

옛 도시조직을 바탕으로 독특한 장소와 매력, 특

경관 권역과 사진기록화 사업의 촬영장소, 그리고

성을 지닌 지역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

자연녹지경관계획상의 조망점 등을 종합 정리하

는 도심부 내 ‘역사문화거점’을 제안하고, 이를 바

여 <그림 17>과 같이 24개 조망점을 선정하였다.

탕으로 서울 성곽을 경계로 10개의 ‘역사문화거점’
을 설정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0a: 106).
서울시 역사문화경관계획(서울특별시, 2010a)
의 역사문화 거점 및 위치, 서울시 자연녹지경관
계획(서울특별시, 2010c), 그리고 서울모습 사진
기록화 사업(2004, 2010)의 조망점은 <그림 15>와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서울시 자연녹지경관계획 조망점
(서울특별시, 2010b)

3. 인터넷 사진과 기존 조망점 비교
1) 분석의 개요

연구 대상지 내에 위치한 24개의 조망점을 중
심으로 반경 100m로 확장하여 반경 내에 포함된
사진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지 내에서 구글어스의 파노라미오에 등록
된 사진의 수는 약 16,029장이며, 24개 조망점 내
<그림 15> 서울 도시형태와 경관(2004/2010)

의 사진 수는 1,819장으로 전체의 11.3%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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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점 기준으로 100m 반경 내에 있는 인터넷
사진은 평균 27.56장이므로 평균 이상의 사진이
있는 조망점은 총 24개 중 10지점(서울시청광장,
남산타워, 명동가로, 동덕미술관앞(안국동사거
리), 회현사거리, 광화문광장, 남인사마당(인사
동), 삼일교 부근, 삼청동, 낙산공원)이고 특히 평
균의 50%(13.78장) 이하도 되지 않아 실제 인터
넷 이용자 사진의 이미지를 분석하기 어려운 9지
점도 조망점으로 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①인왕산, ②북악산, ③무궁화동산, ④창덕궁길, ⑤삼청동 우체국
앞, ⑥낙산공원, ⑦사직공원, ⑧경복궁역, ⑨광화문시민마당, ⑩
동덕 미술관앞, ⑪남인사마당, ⑫종묘광장공원, ⑬삼일교 부근,
⑭을지로, ⑮시청광장, ⑯명동, ⑰회현사거리, ⑱충무로역, ⑲남
산 한옥마을, ⑳엠베서더호텔, ㉑장충체육관부근, ㉒장충단 공원,
㉓남산근린공원, ㉔남산타워

<그림 17> 서울시 도성 내 주요 조망점 24개 위치

여 조망점 이외에서도 많은 사진을 찍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각 조망점 당 평균 사진 수는 27.56

<그림 18> 조망점 별 인터넷 사진 수

장으로 분석되었다.
이미지 분류는 경관이미지와 경관 외 이미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각의 조망점마다 사진의 수,
이미지 분류를 통해 사진이 많이 촬영되는 조망점
과 선호되는 경관을 살펴봄으로써, 실제로 많은 사
람들이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체
험하도록 선정한 조망점에서 사진을 찍고, 서울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즐기는지를 분석하였다.
2) 조망점의 사진 수에 대한 정량적 분석

연구 대상지 내에 위치한 24개의 조망점을 중
심으로 반경 100m로 확장하여 반경 내에 포함된
사진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 사진 수 평균 이상 ●, 사진 수 평균 이하 ○
<그림 19> 조망점 내 사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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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점 내 사진수를 평균 이상과 이하로 구분
하여 위치를 표시하면 <그림 18>과 같다. <그림 19>

<표 7> 조망점 별 인터넷 사진 내용 분석
구분

조망점 입지

경관자원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이상의 조망점은 북촌에

대로/ 공원/ 역사 문화 판매 시가지 산 수변
조망점별
교차로 광장 시설 시설 시설 경관 경관 경관

서 경복궁, 그리고 청계천을 지나 남산으로 이어지

서울광장

는 남북 축에 밀집되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평

남산타워

균 이하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서

명동가로

○

○

○
○

남북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도성 조영당

광화문광장 ○

○

시의 북현무 남주작을 중심으로 하는 풍수적 의미

남인사마당 ○

3) 조망점에서 사진 내용 분석

인터넷 이용자 사진을 통한 조망점의 정성적
분석은 조망점의 위치와 무엇을 찍었는지(경관자
원)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조망
점의 위치는 위치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교차

○
○

회현사거리 ○

를 경관에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
○

동덕미술관 ○

울 도성 안의 경관축은 경복궁에서 남산에 이르는

○

○

낙산공원

○

○

종묘광장

○

○

엠버서더

○

○

○

○

○

○

○

○

○

○

○

삼일교부근 ○
○

○

○

○
○

삼청동

○

○

○
○

○

○

○
○

장충체육관

○

무궁화동산 ○
경복궁역

○

북악산

○

○

○

○

○

○

○

남산공원

○

○

로/대로, 공원/광장, 역사시설, 문화시설, 판매시

인왕산청운

○

○

설 등으로 구분하였고, 경관자원은 시가지경관,

남산한옥

산경관, 수경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평균 이상의 사진이 분포된 조망점에서는 경관
위주의 사진이 대부분이었다. 광화문 광장이나 시
청광장과 같이 문화ㆍ집회가 가능한 공간에서는
사람들의 활동 위주로 촬영된 이미지가 많았다.
회현사거리와 삼청동 우체국 앞과 같은 가로에서
는 근경의 이미지가 주를 이루며, 남산타워와 낙
산공원의 경우 원경의 이미지가 대부분이었다. 평
균이하의 사진이 분포된 조망점에서는 이미지의
수가 대부분 10장 이하였고 이미지 분류를 하였지
만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상위 10개와 하위 10개의 조망점을 위치와 경
관자원으로 나누어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7>
과 같다.

충무로역

○

○

○
○

○
○

상위 10개의 조망점은 공통적으로 대로/교차로
에 있어 접근이 편리하였고, 탁 트인 도로 때문에
탁 트인 경관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또
한 공원 및 광장, 역사시설, 문화시설, 그리고 판매
시설 등 4가지 특성 중에 적어도 2~3개는 중복되
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양한 활동이 예상
되는 곳이었다.
예를 들어 서울광장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
으며 다양한 행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그림 20>과
같이 원경보다는 근경과 건축물 위주로 사진이 많
은 편이었다. 남산타워는 <그림 2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도심 시가지 경관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지
점이기에 역사, 문화 상업시설과 중복되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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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많은 사진이 분포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북악산에서의 이미지는 <그림 2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시가지 원경을 담고 있고
문화 및 판매시설과 연계성이 적었다. 이는 이용
자가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20~30대의 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0> 시청광장의 사진 사례

<그림 21> 남산타워의 사진 사례
<그림 23> 사직단에서의 사진 사례

그러나 하위 10개 조망점은 문화시설과 상업시
설과는 거리가 멀어서 다양한 활동이 어려운 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역사시설의 경우 상위 10개의

사직단의 경우 역사시설로서의 상징성이 매우

조망점은 문화 및 판매시설과 관계를 맺으면서 많

크고,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우수

은 사진이 남겨졌지만, 하위 10개의 조망점은 문화

조망점으로 선정될 만큼 좋은 전망을 지니고 있지

및 판매시설과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써 역사자원

만 접근성이 낮고 문화 및 판매시설로부터 멀기

으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때문이라는 원인도 있지만, 사직단이라는 역사적

할 수 있다. 역사시설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특성상 젊은이들이 자주 방문하지 않는 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 및 판매시설과

설이라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인터넷 사진만으로 경관자원이나 조망점을 선정
할 때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Ⅴ. 결론
본 논문은 인터넷 이용자 사진을 이용하여 도
시지역 경관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이다.
<그림 22> 북악산에서의 사진 사례

최근 들어 스마트폰 이용자수의 급증 및 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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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의 위치가 저

나 사진을 많이 찍는 장소들의 분포에 대한 분석

장된다. 어느 장소에서 선호하는 경관에 대한 기

이 가능하며, 사진수를 통해 선호도의 높고 낮음

록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고, 한 장소에서 많은 사

을 판단할 수 있으며, 사진별 이미지 분류를 통해

진이 있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남들과

경관사업의 효과성 및 시민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공유하고 싶은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전제하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조

에 연구를 시작하였다.

망점 설정에 있어서 인터넷 이용자 사진을 활용한

첫째, 연구 대상지인 서울 도심부를 중심으로

다면, 기존의 인지도와 설문조사 방법을 보강할

등록된 인터넷 이용자 사진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사진의 수를 통해 장소별로 선호도를 분석하여 경

판단된다.

관자원 23곳을 도출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로 주체의 차원이다. 인

비교하여 중복되는 곳이 18곳이고, 인터넷 사진

터넷 사진을 업로드 하는 사람은 대부분 젊은 계

분석에 의하여 도출된 장소가 5곳이었다. 기존의

층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진만을 분석하여 조망점

연구에서는 설문회수가 적어서 도출되지 못했던

을 선정하는 경우 노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

장소들이 인터넷 사진 밀도 분석으로는 기준치 이

운 측면(digital divide)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

상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사진 분석

터넷 사진 자료에 업로드한 주체의 정보가 없기

이 설문의 결과를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올렸는지 모르는 한계가 있

다. 기존 연구에서의 명동은 인터넷 사진 분석을

다. 둘째는 조망점의 위치이다. 인터넷 사진은 주

통해서는 명동가로와 명동성당 등으로 구체적인

로 보행로에서 주로 찍지만, 경관은 자동차로 주

장소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행할 때 보이는 것도 주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조

둘째, 기존 조망점과 관련된 사업을 종합하여

망점을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는 연구의

24개의 조망점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설정한 조

시간적 범위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노라미오가 서

망점을 인터넷 사진을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서울

비스를 시작한 2006년에는 사진의 수가 너무 적어

도심부안, 서울 성곽을 경계로 연구대상지 내에

서, 2007년부터 5년의 사진을 모아서 2011년까지

분포된 조망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에 촬

정리하였는데, 좀 더 최근의 자료까지 정리하고,

영된 사진의 수와 이미지 분석을 통해 각각의 조

그 사진 밀집지역의 순위 변화를 연구하면 좀더

망점은 접근이 편리하고 문화 및 판매 시설 등 다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과 관계
가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망점 자체의
의미와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쉽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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