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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자연휴양림 내에서 휴양지구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산림휴양기능의 평가를 시

도하였다. 청옥산 자연휴양림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고, 표준지 173개 소반을 추출하여 수량화II류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이때 외적기준은 산림휴양 효용의 정도를 전문가로부터 부여받았고, 설명변수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대상지

의 산림휴양자원을 고려하여 임상, 임령, 경사, 수변, 도로, 시설의 6인자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절대판별적중률은

제 1·2상관비 축에서 각각 82%, 75%로서 예측 가능한 판별 정도(精度)를 얻었다. 요인으로서는 도로와 경사가 산림

휴양기능의 잠재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도로가 있는 것이, 경사는 낮을수록 산림휴양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옥산 자연휴양림의 소반별 산림휴양기능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표준지에서의 예측식을 사용하여 산림휴양효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종합점수를 구한 다음, 판별구분

점에 의하여 높다(H), 보통(M), 낮다(L)로 3구분하였으며, GIS를 이용하여 분포를 나타내는 평가도를 작성하였다. 수

량화라는 형식을 매개로 하여 산림휴양의 효용의 정도에 관한 현실의 직관적·경험적 종합판단을 평가인자와 카테

고리가 개입된 분석적 판단으로 변환하고 있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has intended to evaluate the forest recreation functions to seek methods to designate the

recreational areas inside a recreation forest. This study has Mt. Chung-ok in Korea as a study area to which

Quantification method II as a valuation measure was applied. This study also has chosen a degree of

recreational utility as an external criterion and six factors including Forest type, Forest age, Slope, Riparian area,

Road, and Facility for the 173 stands in this area. As a result, absolute discriminated success rate was obtained,

so that the first and second estimated correlation ratios were 82% and 74%, respectively. Road and Slope had

great influences on the potential power of recreational functions. In the category, recreational function was more

influenced by the existence of road and the lower degree of slope. Also, this study has drawn an evaluation

map, which displayed the potential power of recreational functions by classifying three discrimination points

such as H(High), M(Medium), and L(Low) through calculating the degree of recreational utility of the recreation

forest for the stands by applying an estimation formula of recreational function in the stands. This study seems

to be worthwhile in terms of actual, experimental, and intuitive interpretation for the degree of recreational

utility calculated by using Quantification metho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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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연휴양림은 산림경영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취지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휴양

과 산림경영을 양립시킬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유휴양림은 구역면적이 대단히 넓게 설

정되어 있으나 산림관리에는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

지 않아 휴양과 경영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과

제를 안고 있다.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도 산림휴양기능 뿐

만 아니라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서의 목재의 안정적인 공

급은 물론 국토보전, 수원함양 등 다양한 산림기능이 종

합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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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 가진 각종 기능을 평가하고 기능유형 구분을 통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산림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과 사회적 수요에 대한 적확한 평가는 자원의

관리와 정비목표를 정하고 임지별 시업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연

휴양림 내에서 산림휴양지구를 추출하기 위하여 산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산림휴양기능을 평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림휴양기능의 평가와 관련하여 中川(1975), 일본 林

野廳(1977), 溝口(1987), 金(1996)은 수량화II류에 의해 산

림휴양과 환경인자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丹羽

(1988)는 전문가의 집단토론으로부터 휴양기능 인자를 추

출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인자분석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熊谷(1989)는 주민에 대한 앙케트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휴양기능의 중요도를 부여하여 평가하였고, 香川(1990)는

AHP(계층화분석법)를 응용해 휴양기능을 평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산림청(1999)은 전문가와 이용객을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관 및 자원성, 접근성, 휴

양유발의 3개의 평가항목과 16개의 세부인자를 선정하고,

이를 등급화하여 3~5점 척도로 산림휴양기능을 평가하였

다. 김형호 등(2003)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림휴

양기능을 평가하였으며, 식생(임령, 임상, 소밀도, 임종),

입지(수계, 경사, 표고), 접근성(도로, 배후시장 규모) 인자

를 선정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또한 최조룡 등(2003)

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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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GIS기법을 이용하여 강원대학교 연습림을 대상으로 산

림휴양기능을 평가하였다. 평가인자는 경사도, 도로접근

성, 수계접근성, 임상, 영급, 표고의 6개 인자를 선택하여

5점 척도로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가중치는 임상과 영급

에 보다 많은 값을 부여하였다. 한수진 등(2006)은 산림휴

양자원을 이용자중심형과 자원중심형으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평가인자를 적용하여 휴양기능을 평가하였다. 이용

자중심형에는 접근성 인자로 자가용 이용자 이외에도 지

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자를, 유발성 인자로 체

육 및 편익시설을 포함시켰다. 자원중심형 휴양기능평가

에는 도로분기점을 접근성 평가인자로 포함시켰으며, 역

사문화유적, 편익 및 숙박시설을 유발성 평가인자로 고려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수량화II류에 의한 산림휴양기능

의 평가는 현재의 토지 이용을 전제로 한 자원측면에 중

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자 분석과 이용자·전

문가에 의한 AHP 평가는 심리적 요인을 파악해 그것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물리적 요인으로 바꾸어 산림휴양

기능을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평

가인자의 선정 등 평가의 관점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

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다 작은 지역에 관한 계획은 구체적·물

적인 측면이 많아지게 되고, 보다 큰 지역에 관한 계획은

공간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고 경제적·사회적 계획 측면

이 보다 강조된다(龜山, 1973). 또한 현재화하는 산림휴양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이용의 양 측면을 충분

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토지이

용구분을 위한 산림휴양기능의 평가를 지향하면 자원적

측면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자원의 유한성과 환경

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이용

계획에 있어서는 자연의 잠재력에 점점 더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연휴양림이라는 제한된 구역 내에서 현재

의 토지이용을 전제로 하여 자원적 측면에 중점을 둔 산

림휴양기능의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물적인 측면

을 중시하고, 지역의 산림환경 정보를 사용하여 산림이 가

지고 있는 잠재적 휴양기능을 그림 1의 흐름과 같이 평가

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대상지의 선정

산림기능평가와 산지이용구분을 연구하기 위한 대상지

역의 선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

째,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일 것, 둘째, 산림

경영에 법률적 제한이 없을 것, 셋째, 임지이용계획에 적

당한 넓이를 가지고 있을 것 등이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

하는 지역으로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청옥산 자연휴양림

을 선정하였다. 이 지역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기 이전

부터 산림사업 시범림이 조성된 대표적인 산림경영지구

이며, 10,720 ha의 면적에 287개의 소반으로 나뉘어 있어

본 연구목적에 맞는 공간 규모로 판단된다. 

2. 계획의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계획 단위를 어떻게 설정

하는지가 문제이고, 또한 계획의 범위에 대응하여 단위의

설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자연

휴양림 구역 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분석의

단위는 소반으로 한다. 왜냐하면, 소반은 하나의 임반 내

에서 수종 또는 작업종이 다른 부분, 임령·지위·지리

또는 운반 계통이 현저하게 다른 부분, 토지이용구분(지

종구분) 등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임반을 분할해 설정되

는 일시적인 소구역으로(三島, 1971) 토지이용 조건이 비

교적 균일한 토지단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3. 자료의 수집 및 정리

평가에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되는 인자는

산림조사부로부터 추출하거나 지형도에서 판독해 소반별

로 정리하였다. 기능평가 스코어표의 작성에 사용할 샘플

소반을 173 개소 선정하였으며, 이때에는 지역에 출현하는

입지인자의 내용이 전부 포함되고, 각 평가인자의 카테고

리 구분마다의 수가 현저하게 다르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1) 남부지방산림청 :청옥산 자연휴양림 산림조사부

2) 남부지방산림청 :청옥산 자연휴양림 임소반도(1/25,000)

4. 외적기준의 설정

산림휴양기능은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종합평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외적기준은 3명의 전

문가에게 샘플로 선정한 소반을 답사하면서 산림휴양기

능의 잠재력을 종합평가토록 하여 설정하였다. 구체적으

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1) 선정된 샘플소반마다 기능의 잠재력을 대학교수 2명,

임업연구관 1명에게 높다(H), 보통(M), 낮다(L)의 3구분

하여 부여하게 하였다.

2) 높다(H)에는 3점, 보통(M)은 2점, 낮다(L)에는 1점을

주어 3명의 평가자의 점수를 소반별로 합산하여 종합득점

을 구하였다.

3) 종합득점을 샘플소반마다 기능의 잠재력이 높다(H),

보통(M), 낮다(L)의 3가지로 구분한 외적기준을 설정하였

다. 이때에는 각 그룹의 소반수가 최대한 균등히 되도록

구분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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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인자의 선정과 카테고리 구분

산림휴양기능의 평가는 사람에 따라 산림의 다양한 이

용방식이 있고, 산림에 의한 심리적 효과라는 성격이 강

하기 때문에(임야청, 1990)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

단히 곤란한 기능이고, 단순한 물리량으로 전부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토지이용을 전

제로 하여 자원적 측면에 중점을 둔 산림휴양기능의 평가

를 지향하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림휴양기능의 잠재력

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평가인자는 본 연구

의 공간적 범위, 기존의 연구결과와 산림조사부 등에서 얻

을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하여 임상, 임령, 수변, 경사, 도로,

이용시설의 6개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인자별 카테고리 구분은 샘플소반의 스코어표에서 자

연휴양림의 소반별 산림휴양기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산

림조사부와 동일하게 정리하였다. 그러나 사용한 자료의

아이템과 카테고리의 반응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 몇

번의 조정과정을 거쳐 빈도가 적은 것은 유사한 카테고리

로 통합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한 평가인자와 카테고리

구분은 표 2와 같다.

6. 스코어의 산출 및 예측식의 평가

샘플소반 173개소에 대하여 환경인자의 카테고리별 상

호관계를 나타내는 크로스표를 작성하였다. 크로스표에

의하여 카테고리 총수에 해당하는 정방행렬식을 작성하

여 연립방정식을 계산함으로써 카테고리별 스코어를 산

출한 다음 내부상관표, 상관비, 판별구분점 및 적중률을

산출하여 예측식을 평가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다변량

해석 프로그램인 HALBAU를 사용하였다. 

7. 산림휴양기능의 평가

샘플소반에서의 아이템·카테보리별 스코어를 사용해

청옥산 자연휴양림 소반별 산림휴양기능의 종합점수를 추

정하고, 잠재력이 높다(H), 보통(M), 낮다(L)로 구분한 다

음 GIS용 프로그램인 Geomania 2.5를 이용하여 산림휴양

기능평가도를 작성하였다. 

표 1. 샘플소반의 산림휴양기능 잠재력 구분.

산림휴양기능 잠재력 H M L

종합득점 6-9 4-5 3

소 반 수 42 57 74

표 3. 반응 크로스표.

Item Category
X1 X2 X3 X4 X5 X6

C(11) C(12) C(13) C(21) C(22) C(23) C(31) C(32) C(41) C(42) C(51) C(52) C(53) C(61) C(62)

X1

(임상)

침엽수림 C(11)

혼 효 림 C(12)

활엽수림 C(13)

 50
 0 60
 0 0 63

X2

(임령)

A≤20년 C(21)

 20<A≤40 C(22)

40년<A C(23)

 24 5 8
 14 38 40
 12 17 15

 37
 0 92
 0 0 44

X3

(경사)

 S<30 C(31)

30≤S C(32)

 18 6 7
 32 54 56

 16 12 3
 21 80 41

 31
 0 142

X4

(수변)
3차계곡 이상 C(41)

2차계곡 이하 C(42)

 47 56 42
 3 4 21

 34 70 41
 3 22  3

 24 121
 7 21

 145
 0 28

X5

(도로)

차도 C(51)

등산로 C(52)

무 C(53)

 32 19 17
 10 10 12
 8 31 34

 20 28 20
 5 22 5
 12 42 19

 23 45
 3 29
 5 68

 60 8
 30 2
 55 18

 68
 0 32
 0 0 73

X6

(시설)
유 C(61)

무 C(62)

 2 2 1
 48 58 62

 1 3 1
 36 89 43

 5 0
 26 142

 5 0
 140 28

 5 0 0
 63 32 73

 5 
 0 168

표 2. 아이템·카테고리별 반응 빈도.

Item Category 전체 H군 M군 L군

임상
침엽수림
혼 효 림
활엽수림

50
60
63

21
9

12

20
18
19

9
33
32

임령
A≤20년
20<A≤40
40년<A

37
92
44

14
20
8

11
31
15

12
41
21

경사
 S<30

30≤S

31
142

23
19

6
51

2
72

수변
3차계곡 이상
2차계곡 이하

145
28

36
6

48
9

61
13

도로
차도
등산로
무

68
32
73

37
2
3

26
19
12

5
11
58

시설
유
무

5
168

5
37

0
57

0
74

합 계 173 42 5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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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크로스표의 반응빈도

표 2의 평가인자와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다차원적 해

석을 통한 판별을 위하여 카테고리별 반응관계를 크로스

표로 작성하였다(표 3). 임상, 임령, 도로의 경우는 반응빈

도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나, 시설, 수변, 경사의 경우

는 심하게 편중되어 크로스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평가인자의 산림휴양기능에의 기여도

표 2의 6 아이템, 15 카테고리를 사용해 판별 해석한 결

과, 구해진 카테고리별 스코어와 스코어의 범위는 표 4-1,

4-2와 같다. 외적기준이 3개일 경우 상관비축은 2개가 얻

어진다.

우선 스코어의 범위는 아이템별 산림휴양기능 판별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그 순위는 아이템의 상대적 효

과를 나타낸다. 이를 보면 제1 상관비축에서는 도로와 경

사가 특히 판별에 기여하고, 이어서 임상, 임령, 시설의 순

서로 되어 있고, 수변의 영향은 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제2 상관비축에서도 도로와 경사가 중요한 요인

이며, 시설, 수변, 임상, 임령의 순으로 판별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각 판별성분의 기여율(상관비의 백분율)은, 제1성분이

65.6%, 제2성분이 34.4%로서 그 차는 크다. 이는 제1판별

성분만으로 거의 판별할 수 있고, 제2판별 성분은 판별에

별로 기여하고 있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표 5에서 그룹의 평균치를 보면, 제1상관비축

에서는 H그룹이 플러스(+)로 절대값도 크고, M그룹은 플

러스(+)로 절대값이 작은 반면, L그룹은 마이너스(−)로 절

대값이 비교적 크다. 제2상관비축에서는 H·L그룹이 플러

스로 절대값이 비슷하고, M그룹이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

고 있다. 이 사실로부터 제1상관비축만으로 H·M·L 그룹

을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샘플소반에서

의 제1·2상관비축에 대한 스코어의 분포 상황을 표시한 것

이 그림 2이다.

표 4-1. 제1 상관비축의 스코어.

Item Category Score Range

임 상
침엽수림
혼 효 림
활엽수림

0.1497
-0.1611
0.0347

0.3108

임 령
A≤20년
20<A≤40
40년<A

-0.1688
0.1220

-0.1131
0.2908

경 사
 S<30

30≤S

0.8714
-0.1902

1.0616

수 변
3차계곡 이상
2차계곡 이하

0.0021
-0.0111

0.0132

도 로
차도
등산로
무

0.8910
-0.1447
-0.7665

1.6575

시 설
유
무

0.2052
-0.0061

0.2113

상관비 0.7651

표 4-2. 제2 상관비축의 스코어.

Item Category Score Range

임 상
침엽수림
혼 효 림
활엽수림

-0.2473
-0.0040
0.2001

0.4474

임 령
A≤20년
20<A≤40
40년<A

0.0084
0.0352

-0.0806
0.1158

경 사
 S<30

30≤S

1.2210
-0.2666

1.4876

수 변
3차계곡 이상
2차계곡 이하

0.1099
-0.5692

0.6791

도 로
차도
등산로
무

-0.2849
-1.3621
0.8625

2.2246

시 설
유
무

1.2130
-0.0361

1.2491

상관비 0.4019

그림 2. 스코어의 산포도.

표 5. 그룹별 통계량.

그룹 t 통계량 제1축 제2축 개체수

그룹G1
(H)

E(Y(1))
D(Y(1))

1.1642
0.7160

0.3562
1.0555

 42

그룹G2
(M)

E(Y(2))
D(Y(2))

0.1295
0.7578

-0.5676
0.8432

 57

그룹G3
(L)

E(Y(3))
D(Y(3))

-0.7604
0.4985

0.2351
0.8969

 74

 상관비(η2)
 기여율

0.7651
65.6%

0.4019
34.4%

주) E(Y(t)), D(Y(t))(t=1,2,3)는 그룹t의 평균치와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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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H그룹은 X축(제1상관비축)과 Y축(제2상관

비축)의 플러스쪽에 분포하여 다른 그룹과 비교적 구분이

되나, M·L그룹의 분포는 상당히 겹쳐있고 확실하게는 나

누어져 있지 않은데, 분포 빈도의 차이로 판별이 가능하

다. 즉 M그룹은 X축에서 플러스, Y축에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그룹이며, L그룹은 X축에서 마이너스, Y축에서 플

러스 값을 가지는 그룹으로 볼 수 있다.

에 비하여 는 작기 때문에 제1축에 주목하여 산

림휴양기능에 대한 중요도를 나타내는 아이템별 카테고

리 스코어를 보면, 임상은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의

순서로, 임령은 높을수록, 경사는 완, 급의 순서로, 수변,

도로, 시설은 크거나 있는 편이 산림휴양기능을 높이는 방

향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3. 판별과 정도

상관비의 성질상 외적기준이 3그룹 이상의 경우는 하나

의 좌표축에서 단숨에 전 그룹을 판별·예측을 하는 것은

아니고, 2그룹화 하여 분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판

별분석 수순은 상관비의 크기의 순서대로 각각 대응하는

개체수량의 각 그룹을 그 판별축에서 2그룹화하여 분석해

간다(駒澤, 1992).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1) 최대 상관비의 좌표축(제1상관축)에서의 2그룹화와

판별

표 6의 순서와 같이 제1상관축에서 그룹 평균치 간의

거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2그룹으로 나누어 판별구분점과

상대적중률을 구한다.

(1) 판별구분점

(2) 적분범위의 값

(3) 상대적중률

2) 제2상관비의 좌표축에서의 판별

이 좌표축에서는 제1상관축에서 단독그룹으로 판별된

H그룹를 제외하여 판별 처리한다. 이에 남는 2개의 그룹

에 대하여 판별구분점, 상대적중률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1) 판별구분점 : α= -0.1786

(2) 적분범위의 값 : α'= 0.4613

(3) 상대적중률 : p* = 0.6772 

3) 절대판별적중률

각 판별축에서 그룹별로 개체수량의 빈도분포를 작성

하고, 표 7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각 판별축에 대한 개

체수량과 구한 판별구분점 α를 사용해 절대적중률 P를 구

한다. 이때 빈도분포표를 이용하여 각 판별축에서의 절대

판별적중률을 구하였다(표 8). 

 단, n은 판별축에서의 대상의 전 샘플

η
1

2
η
2

2

α
s
O
m
A

s
A
m
O

+

s
A

s
o

+
----------------------------------

0.7636 1.1642 0.7160 0.3732–( )×+×

0.7160 0.7636+
---------------------------------------------------------------------------------------- 0.4202= = =

α′
m

A
m

O
–

s
A

s
O

+
----------------------

1.1642 0.3732–( )–

0.7160 0.7636+
---------------------------------------------- 1.0391= = =

P*
1

2π
----------

t
2

2
----–⎝ ⎠

⎛ ⎞exp t 0.5 0.3508 0.5+=+d
0

1.0391

∫ 0.8508= =

P n
s

1( )
n
s

2( )
+ n⁄=

표 6. 제1 상관축에서의 2그룹화의 순서.

작업(1) 평균치를 대소 순서대로 늘어놓는다. ① 1.1642 ② 0.1295 ③ -0.7604

작업(2) 그룹간의 거리를 구한다. 1.0347 > 0.8899

작업(3)

2그룹의 구성 내용
평균치
표준편차
샘플 수

①
1.1642
0.7160

 42

(②③)
-0.3732
 0.7636

 131

주)은 처음의 그룹 번호

표 7. 빈도 분포표.

번호
제1상관축에 대한 분포 제2상관축에 대한 분포

H M L H M L

1
2
3
4
5
6
7
8
9

 -2.0 X<-1.5
 -1.5 X<-1.0
 -1.0 X<-0.5
 -0.5 X<0.0
  0.0 X<0.5
  0.5 X<1.0
  1.0 X<1.5
  1.5 X<2.0
  2.0 X<2.5

-
-
2
-
2

18
1

15
4

-
3
8

17
5

21
-
3
-

-
22
35
10
4
3
-
-
-

1
1

10
7
1

11
4
2
5

10
7

14
11
7
7
-
1
-

8
3
4
3

11
43

-
2
-

그룹의 샘플수 42 57 74 42 57 74

주) 계급구분치는 제1상관축에서는 0.5, 제2상관축에서는 0을 적용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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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ns(t)(t=1,2)는 그룹 Gt와 판별하였을 때 성공한 샘플

수이다.

4. 산림휴양기능의 평가

1) 소반별 산림휴양기능의 평가

샘플소반의 제1·2상관비에서의 스코어값을 사용해 전소

반별 산림휴양기능의 스코어값을 구하였다. 다음으로, 제

1상관비에 대한 스코어로부터 수량 0.4202를 판별구분점

으로 하여 플러스(+)측은 산림휴양기능이 높은(H) 그룹,

마이너스(−)측은 기타 그룹으로 나누었다. 제2상관비에 대

한 스코어로부터 수량 -0.1786을 판별구분점으로 하여 마

이너스(−)측은 산림휴양기능이 보통(M) 그룹, 플러스(+)

측은 낮은(L)그룹으로 나누고, 소반별 산림휴양기능을 평

가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2) 산림휴양기능평가도의 작성 및 평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임소반도에 소반별 산

림휴양기능평가 결과를 입력하여 평가도를 작성하였다

(그림 3). 청옥산에서의 산림휴양기능은 도로와 경사에 큰

영향을 받고 있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이용 상 접근성

이 뛰어난 국도, 임도 등이 통과하는 소반과 경사가 30도

이하의 소반이 높게 평가되었다.

 

3) 예측치의 평가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검증하는데는 산림휴양 활

동이 실제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여 비

교함으로써 그 결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검토에 근거하여 본 연구를 통해 얻어

진 결과나 평가 프레임을 부분 수정하는 등의 피드백을

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산림휴양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휴양림 관리자에게 의뢰하여 추출한 산림휴양 현황도를

작성한 결과(그림 4), 본 연구의 평가결과(그림 3)와 상

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휴양 활동이 빈번히 이

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주로 숙박, 교육, 체육시설이 설

치되어 있는 집단시설지로 파악되고 있는 반면, 본 연구

에서는 이들 장소를 포함하여 접근성이 좋아 삼림욕과

자연관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곳까지 산림휴양기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자는 현실적인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파악한 반면, 후자는 향후 산림휴양측면 토지

이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라고

생각되었다. 

표 9. 산림휴양기능별 소반과 면적.

구 분 높다 보통 낮다 計

소반수
 115

(40%)
 46

(16%)
 126

(44%)
 287

(100%)

면적
(ha)

4,639
(43%)

1,566
(15%)

4,515
(42%)

10,720
(100%)

그림 3. 산림휴양기능 평가도.

그림 4. 산림휴양 현황도.

표 8. 각 판별축에서의 판별정보.

판 별 축 제 1 축 제 2 축

판별구분점 0.4202 -0.1786

그룹H 4 38 19 23

그룹M 33 24 42 15

그룹L 71 3 18 56

절대적중율
상대적중율

0.821(142/173)
0.851

0.748(98/131)
0.677

주) 는 판별적중 빈도, 는 해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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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연휴양림에서 휴양과 산림경영을 조

화시킬 수 있는 토지이용 방법의 정립을 목표로 산림휴양

지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산림휴양기능을 평가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산림기능평가 대상지는 청옥산 자연휴양림으로 하고,

평가척도인 산림휴양의 잠재력을 부여하기 위한 표준지

는 173개 소반을 선정하였다. 

2. 평가방법은 수량화II류를 사용하고, 그 외적기준은 전

문가에게 부여하게 하였으며, 설명변수는 임상, 임령, 경

사, 수변, 도로와 시설의 6인자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3. 그 결과, 절대판별적중률은 제 1·2상관비 축에서 각

각 82%, 75%로서 예측 가능한 판별 정도를 얻었다. 판별

에 기여율이 높은 제1성분에서 도로와 경사가 산림휴양기

능의 잠재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요

인별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임상은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

효림의 순서로, 임령은 높을수록, 경사는 완급의 순서로, 수

변, 도로, 시설은 크거나 있는 편이 산림휴양기능을 높이

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표준지에서의 얻어진 예측식을 청옥산 자연휴양림의

287개소의 전 소반에 적용하여 소반별 종합점수를 구한

다음 산림휴양기능의 잠재력을 판별구분점에 의하여 H,

M, L의 3구분하였다.

5. GIS를 사용해 그 분포를 나타내는 평가도를 작성하

고, 산림휴양 활동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지역과 비교

하였다. 그 결과 경사가 낮고 접근성이 좋은 집단시설지

의 산림휴양기능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점은 같았으나 상

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는 현실과 미래에 있어서 토

지의 휴양적 이용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이 평가방법의 제1의 특징은 우선 전문가가 샘플소반의

산림휴양의 효용정도를 평가한 다음, 평가인자를 선정하

여 인자별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최종적으로는 수량화 II

류를 사용하여 카테고리별 점수를 얻는 점에 있다. 제2의

특징은 수량화라는 형식을 매개로 하여 산림휴양의 효용

의 정도에 관한 현실의 직관적·경험적 종합판단을 평가

인자와 카테고리를 개입한 분석적 판단으로 변환하고 있

는 점이다. 전자는 신뢰성이 높은 판단이지만 개별적이다.

따라서 그대로 계획과 행정에 사용하기는 어렵다. 이것을

형식적인 몇 개의 인자에 환원하여 객관적인 정보로 변환

하는 점에 이러한 수량적 방법의 역할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연휴양림을 산림 휴양과 경영을 조

화시킬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의

조성과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휴양림의 적정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

발하는데 있어서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

면, 산림휴양기능을 평가하는 설명인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결과와 산림조사부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를 고려하였으나 선정과정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산림휴양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등으로 전문가 집단

을 구성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평가요인을 추출하여 연구

의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산림환경 정보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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