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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공유림의 기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평가단위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능평

가 단위로써 대유역, 중유역 그리고 소유역 단위의 평가방법을 고려하였다. 공유림의 경우 소유주체가 일원화 되지

않고 각 시·군의 행정권이 분산화 되어있으며, 산림의 규모가 영세한 특징이 있어 지번 단위의 평가방법은 공유림

의 기능평가 단위로 적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공유림 기능평가에 적합한 평가단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집수량 기준

에 따라 소·중·대유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산림기능평가를 수행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각 평가단위

에 따른 기능평가 결과에서는 유역단위 기능 구분 시 공유림의 소규모 산지들을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로 집단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각 평단단위 별로는 소유역 단위에서 중·대유역 단위로 갈수록 산림의 기능이 지나치게 단

순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 소유역 단위의 기능구분이 공유림의 산림기능평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ive land units of communal forests for

evaluating forest functions using GIS. As the candidates of the effective land units, we chosen the administrative

units of parcels and 3 different scales of watersheds; small, medium and large. However, the administrative units

of parcels were discarded because of the extreme complexity of ownerships and the highly petty scales of

parcels. Instead, the 3 different levels of watershed units were applied to evaluating forest function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esultant functional maps were compared each other in terms of the appropriateness or

adequacy for field ap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aggregated area by

watersheds provides the appropriate scales of land area for forest functions and the small watershed is the most

adequate one as the effective land units for forest functions in communal 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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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산림은 목재, 임산물 생산 등의 경제적 기능은 물론 산

지재해방지, 수원함양, 산림휴양 등의 다양한 사회적·생

태적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은 동시에 달

성되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호간에 상충되

는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 산림기능평가의 목적은 산림

이 지니는 이러한 다면적 기능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사

회적 수요에 따른 산지의 기능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다(Fuhrer, 2000).

미국의 경우 FLSEA(Forestland Evaluation and Site

Assessment)를 통하여 산림기능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있

으며, GIS기반 응용프로그램으로 개발(Richard, 2001)하

여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안 산림

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진규 등

(1989)와 이경학(1995) 등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정

주상 등(1999)이 산림기능평가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및 GIS를 응용한 모델 및 접근체계를 제시한 후 이를 토

대로 차재민(2000), 김형호 등(2003), 박영규 등(2005)과

김형호 등(2006)이 산림기능평가를 위한 GIS기반 공간분

석 모델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최근 산

림청을 중심으로 전국단위의 산림기능구분도가 작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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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산림청에서는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 의해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전제로 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을 정책의 주된 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림

청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에

의해 국유림 및 공유림에 대하여 산림의 위치·입지조

건·이용방향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관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러한 산림 시책에 따라 2006년까지 전국 국

유림에 대해 임·소반 구획을 평가기본단위로 기능구분

도 작성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유림에 대한 기능구분도 작

성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공유림은 국유림과 달리 작은 면적의 필지가 흩어

져 분포하고 있어 필지별 기능평가를 수행할 경우 계획으

로써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

유림 기능평가에서 사용되었던 임·소반 단위 기능평가

방법을 공유림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공유

림의 산림분포 특성을 고려한 기능평가 방법을 별도로 개

발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공유림의 크기

및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기능구분 분석단위를 설정

하고 실효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를 포천시의 공유림을 대상

으로 하였다. 포천시는 동서방향으로 E127°05'~E127°27'

와 남북방향으로 N38°11'~N37°36'에 위치하고 있다. 포천

시의 연평균 기온은 11.2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794 mm

이다. 전체의 산림면적은 약 58,559 ha이며, 국유림은 약

1,494 ha(2.6%), 공유림은 약 1,339 ha(2.3%)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1).

2. 국·공유림 분포 특성 분석

Figure 2에서와 같이 국·공유림의 산림분포특성을 살

펴보면, 국유림의 경우 약 74%가 공유림의 경우 약 82.4%

가 10 ha 미만의 소규모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산림의 면

적분포 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

공유림의 분포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Fragstats 3.3 모델을

사용하여 경관지수를 산출하여 공유림의 면적, 거리, 밀도,

파편화에 따른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3. 유역의 구분 

유역구분은 크게 집수면적이나 집수량 기준으로 구획

Figure 1. Distribution of forest lands in Pho-cheon.

Figure 2. The area distribution of national and communal 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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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며, 구분기준을 얼마로 설정하는 지에 따라 다

양한 형태의 유역이 생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수

량을 기준으로 크게 소유역(10,000 m3), 중유역(20,000

m3) 및 대유역(30,000 m3)으로 구분하였다(Figure 3). 포천

시의 경우 각 유역의 크기별로 소유역은 88개의 유역, 중

유역은 42개의 유역, 그리고 대유역은 14개의 유역으로

구분되었다. 

4. 공유림의 기능구분

공유림 기능구분을 위하여 김형호(2006)가 개발한 산림

기능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공유림 산림기능구분을

위한 속성자료는 수지지형도, 입지도, 임상도, 산지이용구

분도를 이용하였으며, 국·공유림구분도, 고속도로 I.C. 위

치도, 인구분포도, 제제소 위치도는 자체 구축하여 사용하

였다.

공유림의 기능구분을 위한 기능별 우선순위는 산림기

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포천시 공유림의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

이 공유림의 기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평가단

위를 결정하는데 있으므로 포천시 공유림의 기능별 우선

순위 결정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림에 대한 산림기능구분의

예를 제시할 목적으로 기능별 우선순위를 자연환경보전

기능(Natural conservation: NC) >산지재해방지기능

(Prevention of natural disaster: PND) >생활환경보전기능

(Living environment conservation: LEC) >수자원함양기

능(Water yield: WY) >산림휴양기능(Recreation: RC) >

목재생산기능(Timber production: TP) 순으로 가정하여 기

능평가를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국공유림의 분포 특성 

Table 1에서와 같이 공유림 분포특성의 경우 국유림 분

포특성과 비교했을 때 평균 패치크기(AREA_MN)가 10.4

ha로 낮고, 패치수(NP)와 패치밀도(PD)가 각각 129와 9.6

로 산출되어 면적이 작은 산림이 다수 혼재되어 있는 특

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유림에서 파편화 지수(SPLIT)가

15.09로 국유림의 137보다 높게 산출되어 공유림이 상대

적으로 파편화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평균 인접지

거리(ENN_MN)가 6,860.9로 높게 산출되고, 인접성 지수

(AI)가 95.9로 낮게 산출되어 공유림 패치 간의 거리가 상

대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공유림에서와 같이 파편화된 소규모의 산림들

을 일정규모 이상 평가단위로 집단화하여 기능평가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방

안으로써 공유림산지에 대한 유역단위 기능평가를 수

행하였다.

Figure 3. Distribution of watersheds by the scale of analysis.

Table 1. Fragstats indices of national and communal forests at landscape level. 

Index Description
National
 forest

Communal 
forest

AREA_MN  Mean area of patches in the landscape 14.8 10.4

NP Number of patches in the landscape 102 129

PD Number of patches in the landscape  divided by total landscape area 6.8 9.6

ENN_MN Mean distance (m) to the nearest neighbor patch of the same type in the landscape 2,555.1 6,860.9

SPLIT Total landscape area (m2) divided by the sum of patch area (m2) 13.7 15.1

AI Adjacency index calculated from an adjacency matrix 96.3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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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역규모별 기능구분

포천시 행정구역을 집수량 기준에 따라 대유역·중유

역·소유역으로 구획하고 기능별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Figure 4에서와 같이 산림 기능구분도를 작성하였다. 소

유역 단위 기능구분도에서는 산림의 6가지 기능이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유역 단위에서는 산지재해방

지기능, 생활환경보전기능 그리고 목재생산기능이 주요

기능으로 나타났으며, 대유역 단위에서는 포천시 전체

산림의 기능이 산지재해방지기능과 목재생산기능으로

이원화되어 나타났다. 즉, 소유역 단위에서 중·대유역

단위로 갈수록 산림의 기능이 지나치게 단순화 되는 경

향이 나타났다(Figure 4, 5). 또한 중·대유역의 경우

2,000 ha이상의 대면적의 유역으로써 규모가 커서 세부

적인 경영계획의 수립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여러 광역

자치단체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에 소유주체가 일원화

되지 않은 공유림에 부적합하다(최지용, 2004). 이에 반

하여 소유역의 경우 약 600 ha정도의 유역으로써 규모

가 단위 행정구역 이내에 포함되어 관리범위가 명확하

고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가 수질 및 생물다양성 등

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소유역

Figure 4. Maps of forest functions by watershed-scales.

Figure 5. The distributions of forest functions by watershed-

scales. 

Figure 6. The map of forest functions at communal forests.

Figure 7. The integrations of forest functions in one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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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기능구분이 공유림의 산림기능평가에 적합한 것

으로 판단된다. 

3. 공유림 산림기능구분 결과 및 타당성 평가

소유역 단위 산림기능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Figure 6에

서와 같이 공유림에 대한 산림기능구분도를 작성하였다.

소유역 단위의 기능평가 시 Figure 7에서와 같이 하나의

유역구획 내에 위치한 공유림들이 단일 기능으로 통합되

는 결과를 가져오며, 공유림 산림을 유역단위로 통합할 경

우 지번 단위의 소규모 산지들을 경영계획수립에 적합한

규모의 산지로 집단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기능구분 결과를 살펴보면 포천시의 경우 자연환

경보전기능은 14.3 ha, 산지재해방지기능은 403.7 ha, 생

활환경보전기능은 115.8 ha, 수자원함양기능은 16 ha, 산

림휴양기능은 0.1 ha, 목재생산기능은 798.2 ha로 평가되

었다(Table 2). 포천시 산림기능구분 결과에서는 산림휴양

기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김형호 등(2006)의 산림기

능평가 모듈에서는 산림휴양기능 평가를 위한 접근성 인

자로써 배후시장의 규모와 고속도로 IC의 위치만을 고려

하고 있다. 따라서, 근거리의 자가용 이용자나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역사문화

유적, 숙박시설 등과 같은 유발성 인자도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림휴양기능이 저평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수진 등, 2006).

결 론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에 대하여 임·소반 단위 분석방

법을 적용하여 산림기능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반면 공

유림은 국유림과 달리 소유주체가 일원화 되지 않고 각

시군의 행정권이 분산화 되어있으며, 산림의 규모가 영세

하고 국유림에 비해 산림 분포의 파편화 정도가 높은 특

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임·소반 단위

기반의 기능평가방식은 공유림이 지니고 있는 분포특성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림의 파편화된 분포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공유림을 소·중·대유역의 단위

로 구획하여 기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공유림의 기능평

가에 적합한 유역단위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중·

대유역으로 갈수록 산림기능구분이 지나치게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고, 유역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부적인 경영

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소유역 단위의 기능구분이

공유림의 산림기능평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역단위 분석 시 지번 단위의 소규모 산지들이 하

나의 유역단위 안에서 동일한 기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기능유형구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더욱이 이

러한 유역단위 산림기능평가는 산림경영계획 작성면적을

규모화·집단화하여 계획으로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

한 산림청의 주요시책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

다(산림청, 2007). 

본 연구에서는 공유림 기능평가를 위한 방안으로써 유

역단위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 유역은 산림의 생태·환

경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기본 단위로 볼 수 있어, 유

역단위의 기능평가를 통해 생태·환경적기능을 고려한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에 적합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임의의 집수량을 기준으로 소·중·대유역으로 구획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유역을 분류하

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보다 정확한 기능평가를 위해 생태·환경적기능을 반

영할 수 있는 유역구분기준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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