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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자연휴양림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그 모형을 자연휴양림 예정지에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델파이 전문가 설문조사와 계층화분석법(AHP)을 이용한 평가준거의 선

정, 자연휴양림 유형화 및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 개발, 모형적용 단계의 순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자연휴양림 유형화 및 적정입지선정을 위한 평가준거(Criteria)를 구안하고,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에 의한 타당화 과

정을 거쳐 2개 평가영역(Categories) - 6개 평가항목(Items) - 12개 평가지표(Indicators)의 위계를 가진 평가준거를 선정

하였다. 제3차 델파이조사에서는 계층화분석과정(AHP)을 통하여 자연휴양림 유형화를 위한 평가준거의 가중치를 산

정하고, 2개의 평가영역(자원성과 이용성)을 중첩하여 자연휴양림을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제4차 델파이조사의 계층화분석과정(AHP)을 거쳐 산정한 유형별 평가준거의 가중치를 활용하여 자연휴양림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자연휴양림 입지예정지에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 휴양림 이용성은 수도권과의 거

리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며, 휴양림의 입지가 수도권에서 가까울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는 유형별로 자연휴양림을 지정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has intended to develop an evaluation model to select suitable locations of recreation

forests in accordance with their types, and to apply the models to the feasibility study of selecting suitable

recreation forest locations of candidate sites. To reach this goal, this study employed a Delphi expert survey

method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for the whole process of model building. And the followings are

what this study has found during model building and application process. First, the assessment criteria for

classifying recreation forests and selecting suitable locations were initially identified through justification process

with two rounds of expert review, after broken down into 2 categories, and then further divided into 6 items

and 12 indicators accompanying with hierarchical structure. Second, in the third phase of Delphi expert survey,

the relative weights of the assessment criteria were derived by employing AHP. Through overlaying two

evaluation categories including resource and usability, 4 types of recreation forest were presented. In the forth

phase of the Delphi survey, this study has developed an evaluation model to select suitable locations of

recreation forests in accordance with their types using relative weights of the selected indicators through. This

study has applied the models to the feasibility study of selecting suitable recreation forest locations of candidate

sites, and found that the usability of recreation forest was severely affected by the distance from the capital

region, that the closer the locations of natural recreation forests from the capital region, the more advantageous.

The developed model can be used to designate recreation forests in accordance with thei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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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및 도시의 과밀화에

따른 환경오염 등으로 녹색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으며, 산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목재생산보다 휴

양·레저공강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점점 요구하고 있

다. 최근 도입된 주5일 근무제와 더불어 기계적 생활양식

과 도시생활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도시인들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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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휴양요구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1988년부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

년까지 전국에 걸쳐 234개소가 지정·고시되고 112개소

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양적인 증가에만 치

중한 나머지 어느 산림휴양지나 똑같은 시설과 관리방식

을 적용함으로써 각 산림 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전

혀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으며(신원섭, 2001), 대도시 인근

의 일부 자연휴양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운영을 면

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으로 자연휴양림의 입지선정을 지

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 예정지

적지평가기준’에 의하여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지정하

고 있으나, 평가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항목

들이 많아 객관성이 부족하고, 요인별 평가항목의 많고 적

음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어 각 항목간의 가중치 고려가

미흡하였으며, 적지판정 점수가 낮아 이용자 기대에 미치

지 못하는 휴양림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한

계를 지니고 있다. 

자연휴양림이 국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자연학습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산림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입지선정과 조성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산림청은 자원의 특질에 따

라 휴양지의 설계 및 관리를 차별화하는 휴양기회스펙트

럼(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ROS) 모델을 개발

하여 적용하고 있다(USDA Forest Service, 1987). 우리나

라에서도 산림휴양지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자원관리의

차별화와 다양한 휴양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

로 ROS 개념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Virden 등(1989)은 휴양객을 대상으로 그

들의 원하는 휴양경험과 ROS모델을 기초로 휴양자원의

환경을 구분한 지역의 선호도와의 연관 관계를 조사하였

는데, 이들 변수 간에는 아주 밀접한 연관을 발견하였다.

Kaltenborn(2007)과 Pierskalla(2007)은 ROS모델에서 구분

하고 있는 6개 유형의 휴양공간을 대상으로 어떠한 이용

자에게 어떠한 유형이 선호되는지 혹은, 어떠한 유형의 공

간에서 어떠한 활동이 선호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들 연구는 자원의 특성이 이용객의 휴양경험을

짐작할 수 있는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

이 ROS 모델에 따른 산림휴양 자원의 설계 및 관리의 유

용성을 보고하고 있다. Yamaki 등(2003)은 ROS를 이용하

여 국립공원 이용객들의 휴양경험을 측정하고 휴양구역

을 분류하고 있으며, Yamaki와 Shoji(2004)는 ROS의 개

념을 국립공원내의 등산로에 적용하여 그 유형을 구분하

고자 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연휴양림 설계기준(산림청, 1990)

에서 자연휴양림 유형을 휴양자원의 특징, 접근성, 개발주

체 등에 따라 구분하여 예시하고 있고, 휴양기회스펙트럼

(ROS)에 근거한 휴양자원의 구분과 관리를 제안하고 있

으나(이주희, 1995; 신원섭, 2001; 박봉우, 2002), 이를 바

탕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

김현식 등(2008)이 자연휴양림 73개소를 대상으로 유형화

를 위한 지표인자를 선정하고 인자분석과 군집분석을 이

용하여 자연휴양림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을 구분한 바

있다. 산림휴양입지와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는 이원열 등

(1991)이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뒷받침하기 위

하여 자연휴양림 예정지 적지판정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김재준 등(2003)은 주로 도시민의 당일 휴양

공간으로 이용되는 산림욕장에 대한 적지평가기준 설정

을 시도한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휴양림 유형화와 적정입지선정을 위

한 평가준거를 개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휴

양기회스펙트럼(ROS) 모델로서 자연휴양림을 유형화하

며,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그 모형을

자연휴양림 예정지에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유형평가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당해 자

연휴양림 예정지의 상대적 위상과 성격을 설정하려는 것

이며, 적정입지선정 평가는 자연휴양림 예정지에 대하여

유형별로 적정입지로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적합성 여

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및 방법

입지평가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입지의 특성에 점수를

부여하는 작업으로 특성상 정성적 분석의 비중이 크다. 때

문에 최근에는 다변량해석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

안으로서 계층화분석법(AHP), GIS를 기반으로 하는 다기

준평가법 등의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희연, 2000;

채미옥 등, 2002). 정성적 분석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으로서 델파이조사법을 활용하여 평가준거를 만들고, 이

를 기초로 AHP법을 활용하여 요인들 간의 중요도를 분석

해내고 지표들의 가중치를 만들어 적정입지선정 평가기

준을 도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 유형화 및 적정입지선정 평가와 관련한 본

연구에서도 델파이조사와 AHP를 활용하여 평가지표의

선정, 계층화 및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하였다. 즉, 선행연구 고찰과 전문가 조사를 통

하여 자연휴양림 유형화와 적정입지선정을 위한 평가준

거를 개발하고, 계층화분석법으로 평가준거의 가중치를

산정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구명하며 자연휴양림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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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을 자연휴양림 예정지에 적

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첫째, 이론연구 단계로서 야외휴양관리 이론을 살펴보

고 유형화와 적정입지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

여 본 연구에 적용할 방법론으로 델파이 전문가 설문조사

(Delphi Expert Survey Method)와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검토하였다. 

둘째, 평가준거의 구안단계에서는 평가관련 문헌을 고

찰하고 전문가 협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휴양림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의 기본 틀을 설정하고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의 위계를 가진 평가준거를 구안하였다. 

셋째, 평가준거의 선정단계에서는 구안된 평가준거 초

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확정하는 단계이다. 이

를 위해 전문가를 선정하여 2회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선정된 평가지표에 관한 자료는 전국 92개소의 자

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넷째, 자연휴양림 유형화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이

자연휴양림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으므로 유형별 평가준거의 가중치 산정에 앞서 자연휴

양림의 유형을 구분하는 단계이다. 제3차 델파이조사에서

계층화 분석법을 통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 운영 중인 92

개소의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다섯째,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 개발단계는 평

가준거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

해 제4차 델파이조사에서 자연휴양림 유형과 평가준거들

을 델파이 패널에게 제공하여 유형별로 가중치를 각각 산

정하였다. 

한편 1~4차의 델파이조사에 있어서는 전문성의 영역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해당되는 전

문가를 패널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전문성 영역은 산림휴

양 이론연구 및 정책입안 영역, 그리고 국토계획 이론 및

연구 영역으로 구분하여 28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패

널집단별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인원수는 표 1과 같이 하

였다. 

여섯째, 개발한 자연휴양림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을

자연휴양림 예정지 53개소에 적용하였다. 이때에는 자연

휴양림 유형별로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에 의한 입지의

종합점수를 구하고, 이를 당초 자연휴양림 예정지로 지정

할 당시의 적지판정 점수와 비교 분석하였다.

2. 평가모형 설정

1) 평가준거의 선정원칙

자연휴양림 적정입지선정 평가준거란 자연휴양림 적정

입지선정을 평가하는데 적용되는 근거로서 자연휴양림 적

정입지를 물리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관측 가능한 대

상과 내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평가준거의 구조는

평가영역(Categories), 평가항목(Items), 평가지표(Indicators)

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영역은 평가를 위한 가장 포괄적

인 수준을 나타내며, 평가항목은 각 평가영역을 세분화한

것이며, 평가지표는 세분화된 평가항목들을 평가하기 위

한 구체적인 내용요소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평가준거의 구안단계에서는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적정입지선정 평가의 종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로 다양한 지표를 선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자료 획득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는데 유의하였다. 2차 델

파이조사까지의 평가준거 타당화 단계를 거친 후에는 평가

지표 간 중요도의 비교우위를 고려하면서 특정항목에 지표

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유사한 성격의 지표가 중

복되지 않도록 상호 독립적인 지표가 선정되도록 하였다. 

2) 평가모형의 기본 틀

(1) 유형화 평가 모형

유형화의 평가척도가 되는 평가준거의 평가영역은 유

형화에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이

를 중첩하여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때 평가영역별

종합점수 산정방법은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의 가중치가 반

영된 점수 값을 합하여 구한 가법형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평가영역별(1~n) 종합점수 =

(식 1)

단, W
i
는 i번째 휴양림별 평가지표별 가중치, I

i
는 i번째 휴

양림별 평가지표별 등급점수

(2)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

반면, 적정입지선정 평가는 자연휴양림 예정지에 대하

여 유형별로 적정입지로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즉, 유형별로

요구되어지는 적정입지평가 기준을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자연휴양림과 그 예정지에 대

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평가준거

의 가중치를 적용하되 모든 평가영역의 평가지표가중치

Category  Score W
i

I
i

×

i 1=

n

∑=

표 1. 패널 집단별 선정 기준 및 인원수.

패널 집단 선정기준 인원

산림휴양

교 수 대학 근무 교수  9

연구원
연구기관 근무 
박사학위 소지자

 6

실무자
사무관 이상의 

산림휴양정책 입안자
 5

국토계획

교 수 대학 근무 교수  4

연구원
연구기관 근무 

박사학위 소지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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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영된 점수 값을 합하여 구할 수 있으며, 기본모형은

식 1을 활용하여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자연휴

양림 적정입지선정 평가점수는 당해 자연휴양림 유형별

평가영역의 종합점수를 더한 값으로 구할 수 있다.

유형별(1~n) 자연휴양림별 종합점수

(식 2)

단, C
i
는 i번째 휴양림별 평가영역별 종합점수

평가준거 선정

1. 평가준거 구안

현행 자연휴양림 예정지 적지평가기준(산림청, 2005) 등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자연휴양림 적정입지선정 평가준거

를 구안하였다. 자연휴양림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을 개

발한 후 자연휴양림 정책에서의 적용을 지향하여 가급적

주관적·심리적 요인보다는 객관적·물리적 요인을 위

주로 평가준거(안)을 설정하였다. 이때에는 산림휴양 관

련 교수 2명, 연구원 1명의 총 3명으로 전문가협의회를 구

성하여 평가준거들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였다. 초안으로 개발된 평가준거는 표 2와 같이 3개

평가영역, 7개 평가항목, 18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2. 평가준거의 선정

1) 제1차 델파이 조사

평가준거 초안에 대한 타당화로 평가준거를 확정하기

위한 델파이 조사를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먼저 구안단

계에서 추출된 평가준거(안)을 제시하고, 평가영역-평가항

목-평가지표에 대한 타당도를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추가되거나 통합할 사항, 명칭 또는 내용 등에 대한 의견

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1차 조사는 델파이 패널

로 선정된 28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3

명이 응답하여 82%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그 결과 1차 델

파이조사에서 제시한 3개 평가영역, 7개 평가항목, 18개

평가지표가 2개 평가영역, 6개 평가항목, 21개 평가지표

로 재구조화되었으며(표 3), 제2차 델파이조사에서 유형

화와 적정입지선정 평가를 통합한 공통의 평가준거를 선

정하기 위한 질문으로 제시하였다. 

2) 제2차 델파이 조사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된 평가준거를 바탕으로

제2차 델파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특히 자연휴양림 유

형화는 자원성과 이용성을 조합하여 4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제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유형화

와 적정입지선정을 위한 공통의 평가준거를 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 제2차 델파이 조사는 패널로 선정된 28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6명이 응답하여 93%

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평가영역에 대해서는 자원성 및 이용성의 2개 영역이 5

점 척도에서 평균이 각각 4.72로 모두 타당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모두 타당한 것으로 응답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경관(4.92)>식생(4.64)>수문(4.56)>

T= otal  Score Ci

i 1=

n

∑=

표 2. 자연휴양림 적정입지선정 평가준거(안).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생물적 환경

 식 생
 종 다양성
 생육상태
 상층목 수령

 경 관

 관망지점 다소 
 경관저해인자 다소
 환경파괴·오염정도
 독특성

물리적 환경

 지 형
 표고 차이
 경사도 

 수 문

 집수구역 면적
 계류 폭
 수질
 유수기간

사회적 환경

 배후시장  배후도시 규모

 접 근 성  배후도시 거리지수

 유 발 성
 휴양기회 다양성
 인근 관광자원
 특산물

표 3. 평가준거의 재구조화(안).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자원성

 식 생
 생태자연도
 상층목 수령
 침엽수의 다소 

 수 문

 주 계곡의 길이
 계류 폭
 수질
 유수기간

 경 관

 표고 차이 
 관망지점 다소
 경관저해인자 다소
 독특성

이용성

 접근성
 배후도시 거리지수
 고속도로 접근성
 진입도로 폭

 개발여건 

 개발 전 이용수준
 내부 기반시설(임도)
 경사도
 재해위험도

 휴양유발성
 휴양기회 다양성
 역사문화자원
 특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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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4.44)>개발여건(4.32)>휴양유발성(4.28) 순으로 나

타났다.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약간 타당한 정도를 나타내

는 척도인 4이상이 12개 지표, 3이상의 보통 정도를 나타

내는 지표가 9개로 나타났다(표 4). 이를 평가항목별 평가

지표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① 식생 항목에서는

생태자연도와 상층목 수령, ② 수문 항목에서는 수질과 유

수기간, ③ 경관 항목에서는 관망지점 다소, 경관저해인자

및 독특성, ④ 접근성 항목에서는 배후도시 거리지수, ⑤

개발여건 항목에서는 경사도와 재해위험도, 유발성 항목

에서는 휴양기회 다양성과 역사문화자원 등 총 12개 평가

지표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평가지표의 상관관계 분석

제2차 델파이조사에서 사용한 21개 지표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의견을 종합하고, 평가항목별 평가지표의 평균값보

다 높은 평균값을 갖는 12개의 평가지표를 추출하였다. 이

들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독립적인 평가지표를 선정하기 위

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렬표에서 대각선

상에 나타난 자기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는 평가지

표들 간 상관계수 값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대

부분 상관계수가 0.2미만으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0.4

미만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0.01 유의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타당화 과

정을 거쳐 추출한 12개 평가지표는 자연휴양림 유형화와 적

정입지선정 평가준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4) 평가준거의 선정

자연휴양림 유형화와 적정입지선정 평가준거의 평가영

역과 평가항목은 제2차 델파이조사에서 제시한 내용에 별

다른 이견이 없어 이를 반영하였다. 즉 평가영역은 자원

성과 이용성의 2개 영역으로, 평가항목은 제2차 델파이조

사에서 제시한 6개 항목으로 선정하고, ‘개발여건’ 항목의

명칭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적합성’으로 변경하

였다. 평가지표는 제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평가항목

별 평가지표의 평균값보다 높은 평균값을 갖는 평가지표

표 4. 평가지표의 타당성 분석.

평가항목
(지표평균)

평가지표
Mean

(평균)

Std. Dev

(표준편차)

Median

(중앙값)
1사
분위수

3사
분위수

식생
(3.92)

생태자연도 4.08 0.95 4 4 5

상층목 수령 4.36 0.49 4 4 5

침엽수 다소 3.32 0.95 3 3 4

수문
(4.23)

주계곡 길이 3.96 0.89 4 4 5

계류폭 3.92 0.91 4 3 5

수질 4.64 0.49 5 4 5

유수기간 4.40 0.71 5 4 5

경관
(4.25)

표고차이 3.68 0.85 4 3 4

관망지점 다소 4.36 0.64 4 4 5

경관저해인자 4.28 0.54 4 4 5

독특성 4.68 0.48 5 4 5

접근성
(3.95)

배후도시 거리지수 4.28 0.94 5 4 5

고속도로 접근성 3.88 0.83 4 4 4

진입도로 폭 3.68 0.85 4 3 4

개발여건
(4.07)

개발 전 이용수준 3.68 1.03 4 3 4

내부 기반시설 3.88 0.83 4 3 4

경사도 4.32 0.69 4 4 5

재해위험도 4.40 0.91 5 4 5

유발성
(4.08)

휴양기회 다양성 4.68 0.63 5 5 5

역사문화 자원 4.08 0.64 4 4 4

특산물 유무 3.48 0.87 4 3 4

표 5. 평가준거의 선정 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자원성

 식 생
 생태자연도
 상층목 수령

 수 문
 수질
 유수기간

 경 관
 조망지점 다소
 경관저해인자 다소
 독특성

이용성

 접근성  배후도시 거리지수 

 개발적합성 
 경사도
 재해위험도

 휴양유발성
 휴양기회 다양성
 역사문화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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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12개 평가

지표를 선정하였다(표 5). 

3. 자료의 구축 및 등급화

자연휴양림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적정입지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평가지표에 대한 자료의 구축

이 필요하다. 자료의 구축은 자연휴양림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나 오래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의 적지평가 조사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운영중

인 112개소 중 92개소를 선정하였다. 

제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추출된 12개 평가지표에 대하

여 등급기준을 새로이 설정하고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현

장조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였다. 이에 따라 상층목 수령, 수질, 유수기간, 조망지

점 다소, 경관저해인자 다소, 독특성, 휴양기회 다양성, 역

사문화 자원의 8개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 지정

당시의 ‘자연휴양림 예정지 적지평가 조사서’의 자료를 활

용하였다. 한편,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새로이 추출된 평

가지표인 생태자연도, 경사도, 재해위험도는 공간분석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92개소의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자

료를 구축하고, 통계적 방법으로 등급화를 수행하였다. 또

한 배후도시 거리지수의 현행 등급기준은 어느 하나의 배

후도시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전국 162

개 시군별 인구와 해당 자연휴양림까지의 시간적 거리를

이용한 중력모형(Gravity Model)으로 산출하고 등급화 하

였다. 평가지표별 등급구분 결과를 종합하면 표 6과 같다.

평가모형 개발

1. 자연휴양림 유형화 평가모형 개발

1) 유형화 평가준거의 가중치 산정

자연휴양림 유형화 및 적정입지선정 평가준거에 대한

표 6. 평가지표의 등급기준.

평가지표
등 급

1점 2점 3점 4점 5점

1.1.1 생태자연도 1등급이상(비율)** 없음 0-20% 20-40% 40-60% 60% 이상

1.1.2 상층목 수령(년)* 10 미만 10-20 20-30 30-40 40 이상

1.2.1 수질* 매우 오염 약간 오염 보통 깨끗 매우 깨끗

1.2.2 유수기간(개월)* 3 4 6 8 12(상시)

1.3.1 조망지점 다소* 없음 조금 있음 보통 많음 매우 많음

1.3.2 경관저해인자 다소*
불쾌인자1)

2이상
불쾌인자 
1이상

보통 아름다움 매우 아름다움

1.3.3 독특성(폭포, 바위, 소, 동굴)* 

없음 빈약 폭포 
2-3 m 1개

바위
25-50 m2

소 직경 
4-6 m

폭포
4-5 m 1개, 
2-3 m 2개

바위 
50-100 m2 

25-50 m2 2개

소 직경
 7-9 m

폭포
 6 m이상 1개
4-5 m 2개,
2-3 m 4개

바위 
100 m2 이상
10-100 m2 2개
25-50 m2 4개

소 직경 
10 m 이상
7-9 m 2개,
4-6 m 4개

동굴 있음

2.1.1 배후도시 거리지수*** 50천 미만 50천-65천 65천-80천 80천-95천 95천 이상

2.2.1 경사도(°)** 31° 이상 28-31° 25-28° 22-25° 22o

2.2.2 재해위험도 2등급 이상(비율)** 70% 이상 60-70% 50-60% 40-50% 40% 미만

2.3.1 휴양기회 다양성(종)*2) 1-2       - 3-4      - 5 이상

2.3.2 역사문화 자원* 없음 면 보호수 시군 보호수
도 보호수, 기념
물, 전설

국보, 보물, 사적, 
문화재, 천연기
념물 5종 이상

주: *자연휴양림 조성적지 평가기준(산림청, 200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함
 **신규로 발굴된 지표는 전국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자료를 취득하여 통계적으로 등급화
 ***배후도시 거리지수는 전국 시군별 인구와 자연휴양림까지의 시간적 거리를 중력모형으로 산출
1)불쾌인자 : 산사태, 미복구절개지, 채석장, 광산, 산불피해지, 부적합구조물, 쓰레기매립, 빈번한 차량운행, 공해시설 등
2)휴양기회 : 피크닉(산책, 휴식), 자연학습, 스포츠(등산, 놀이 등), 계곡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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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평가준거에 대한

유형화를 위한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제3차 델파이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패널로 선정된 28명의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6명이 응답하여 93%의 회

수율을 나타냈다. 

자연휴양림 유형화 평가준거의 2개 영역에 대한 패널

전체의 가중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자원성 영

역이 55.7%, 이용성 영역이 44.3%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

성 영역의 평가항목에 대한 국지적 가중치는 경관 항목

42.6%, 식생 항목 32.6%, 수문 항목 24.7%로 나타났으며,

이용성 영역의 평가항목에 대한 국지적 가중치는 접근성

43.9%, 휴양유발성 32.5%, 개발적합성 23.6%의 순으로 나

타났다. 평가항목별 평가지표에 대한 국지적 가중치를 살

펴보면, 식생 항목에서는 생태자연도가 상층목 수령보다,

수문 항목에서는 수질이 유수기간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경관 항목에서는 독특성, 조망지점 다소, 경관저해인자 다

소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항목은 배후도시 거리지수가 단일지표로 선정되

어 100%의 가중치를 부여받았고, 개발적합성 항목에서는

재해위험도가 경사도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었으며, 휴양

유발성 항목에서는 휴양기회 다양성이 역사문화자원보다

대단히 높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휴양림 유형화 평가준거

에 대한 전체 패널 집단의 가중치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평가항목의 복합 가중치(Global)는 평가영역의

가중치와 평가항목의 국지적 가중치(Local) 를 곱한 값이

다. 또한 평가지표의 복합 가중치는 평가항목의 복합 가

중치와 평가지표의 국지적 가중치를 곱한 값이다. 최종적

으로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전체 패널들의 복합 가중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12개 평가지표 가운데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은 평가지표는 배후도시 거리지수

(19.4%)로 나타났으며, 휴양기회 다양성(10.7%), 경관의

독특성(10.3%), 생태자연도(9.8%), 상층목 수령(8.4%), 조

망지점 다소(7.4%), 수질(7.3%)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2) 가중치 산정 결과의 타당성 검토

AHP기법에 의한 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토는 일관성

표 7. 자연휴양림 유형화 평가준거 가중치 종합.

평가영역 평가항목 Local Global 평가지표 Local Global

자원성 
(0.557)

식생 0.326 0.182
생태자연도 0.540 0.098

상층목수령 0.460 0.084

수문 0.247 0.138
수질 0.529 0.073

유수기간 0.471 0.065 

경관 0.426 0.237

조망지점 다소 0.311 0.074 

경관저해인자 다소 0.254 0.060 

독특성 0.435 0.103

이용성
(0.443) 

접근성 0.439 0.194 배후도시 거리지수 1.000 0.194

개발적합성 0.236 0.105
경사도 0.481 0.050 

재해위험도 0.519 0.054 

휴양유발성 0.325 0.144
휴양기회 다양성 0.744 0.107 

역사문화 자원 0.256 0.037 

 합 계 1.000

그림 1.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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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또는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본 연구

에서는 대안의 선택이 아닌 자연휴양림 유형화를 위한

평가준거에 대한 가중치 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일

관성 비율로서 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AHP 분석

결과의 타당성은 일관성 지수로 측정되며, 일관성 지수

는 판단 가능한 오류를 표현하는 지수로서 수치가 작을

수록 판단오류의 가능성은 줄어든다(채미옥 등, 2003).

즉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와 난수지수

(Random Index: RI)에 기초하여 산출한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 CR)이 0의 값을 가질 때가 가장

이상적인 분석이 되고, 0.1보다 작을 때 허용범위 내에

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일관성 비

율이 모두 0.00~0.01로 측정되어 매우 만족할 만한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관성 비율이 0.1 이상으

로 나타난 응답자에 대해서는 재설문을 실시하여 전체

패널의 일관성 비율 값을 0.1이하로 유도하여 분석하였

기 때문이다.

3) 유형화 평가모형 개발

이상과 같이 평가준거의 선정, 평가지표의 등급화 및

상대적 중요도의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성과 이용성

을 중첩하여 자연휴양림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고 우

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휴양기회스펙트럼 모델을 그

림 2와 같이 설정하였다. 이때 유형화의 방법은 영역별

종합점수 산정, 영역별 판별구분점 설정, 영역의 중첩을

통한 유형화,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유형의 명명 순으로

수행하였다.

(1) 자연휴양림별 자원성과 이용성의 종합득점은 평가

영역별 평가지표의 가중치가 반영된 점수값을 합한 것

이며,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기본모형인 식 1을 식 3~4와

같은 확장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자연휴

양림의 총 득점은 평가지표의 등급이 5등급이므로 5점

만점으로 계산되며, 각 영역별 만점은 평가영역의 가중

치로 인하여 자원성 2.785점, 이용성 2.215점으로 산정

된다. 

① 자원성 영역 종합점수 = 

(식 3)

= 0.098×생태자연도
i
 + 0.084×상층목수령

i
 + 0.073×수질

i

+ 0.065×유수기간
i
 + 0.074×조망지점

i
 + 0.060×경관저해인

자
i
 + 0.103×독특성

i
 

단, W
i
는 

i
번째 휴양림별 평가지표별 가중치, R

i
는 

i
번째

휴양림별 자원성 영역의 평가지표별 등급점수, V
i
·W

i
·

L
i
는 각각 

i
번째 휴양림별 식생·수문·경관 항목의 평가

지표별 등급점수

이용성 영역 종합점수 =  

(식 4)

= 0.194×거리지수
i
 + 0.050×경사도

i
 + 0.054×재해위험도

i

+ 0.107×휴양기회다양성
i 
+ 0.037×역사문화자원

i

단, W
i
는 

i
번째 휴양림별 평가지표별 가중치, U

i
는

 i
번째

휴양림별 이용성 영역의 평가지표별 등급점수, A
i
·D

i
·

R
i
는 각각 

i
번째 휴양림별 접근성·개발적합성·휴양유발

성 항목의 평가지표별 등급점수

(2) 개발한 유형화 평가모형을 자연휴양림에 예정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성과 이용성의 평가영역별 종합

득점에 대하여 높고 낮음의 판별구분값을 설정하였다. 이

를 위해 평가모형식 3~4와 운영중인 92개소의 자연휴양

림 입지자료를 이용하여 영역별 평균값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자원성의 평균값은 1.953점, 이용성의 평균값은 1.396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92개소의 자연휴양림으로부터 도

출된 값이므로 이를 일반화하여 자연휴양림 예정지에 적

용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설정한 판별구분값을 기준으로 자원성과 이용성을

중첩하여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I유형은 자원성·

Resource= W
i

R
i

×

i 1=

n

∑

W
i

i 1=

n

∑ V
i

× W
i

i 1=

n

∑ W
i

× W
i

i 1=

n

∑ L
i

×+ +=

Use W
i

U
i

×

i 1=

n

∑=

W
i

A
i

×

i 1=

n

∑ W
i

D
i

×

i 1=

n

∑ 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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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i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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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연휴양림 유형화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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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이 모두 높은 휴양림, II유형은 자원성은 높고 이용

성이 낮은 휴양림, III유형은 이용성은 높고 자원성이 낮

은 휴양림, IV유형은 자원성·이용성이 모두 낮은 휴양림

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이러한 유형별 특성에 따른 조성 방향을 고려하여

각각의 유형에 명칭을 부여하였다. 즉, I유형의 자연휴양

림은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어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자원·이용 우수형’으로, II유형의 자연휴양림은 시설을

지양하고 우수한 자원을 보전하면서 적정한 이용을 도모

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자원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III유형의 자연휴양림은 시설 중심으로 조성하되 식생자

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숲 관리가 필요한 유형으로 ‘이용

지향형’, 자원성과 이용성이 모두 낮은 IV유형의 자연휴

양림은 입지로서는 부적합하므로 과잉투자를 지양하고,

휴양림 예정지는 조성을 지양하여야 할 유형으로 ‘자원·

이용 열악형’으로 명명하였다. 자연휴양림 유형화는 자연

휴양림 또는 그 예정지의 적정입지 여부를 판정하는데 있

어서 뿐만 아니라 조성과 관리방향을 설정하는데도 의미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자연휴양림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 개발

1)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준거의 가중치 산정

제3차 델파이조사에 의한 자연휴양림 유형화를 바탕

으로 자연휴양림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준거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제4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는 델파이 패널로 선정된 28명의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4명이 응답하여 86%의 회수율

을 나타냈다. 먼저, 자연휴양림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

가준거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먼저 전문가 패

널들이 응답한 값들을 쌍대비교행렬로 작성하여 일관성

비율을 검사하였다. 이에 따라 일관성 비율이 0.1 이상

으로 나타난 응답자에 대해서는 재설문을 실시하고, 최

종적으로는 일관성 비율이 0.1이하인 22명의 결과 값을

토대로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준거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자연휴양림 적정입지선정 평가준거의 영역에 대한 유

형별 가중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원·이용 우수형

및 자원지향형에서는 이용성보다 자원성이 높게 나타났

으며, 특히 자원지향형에서는 월등히 높게 평가되었다. 반

면, 이용지향형 및 자원·이용 열악형에서는 이용성이 중

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용지향형에서는 이용

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었다. 그 결과 6개 평가항목에 대

한 복합가중치에 있어서도 자원·이용 우수형 및 자원지

향형에서는 경관, 식생, 수문 등 자원성 영역의 평가항목

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평가항목의 복합가중치는 평가

영역 가중치와 평가항목 국지적 가중치의 곱의 값으로 표

현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이용지향형 및 자원·이용

열악형에서는 접근성, 휴양유발성 및 개발적합성 등 이용

성 영역의 평가항목이 높게 평가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판단된다. 또한 12개 평가지표의 복합가중치에 있어서도

같은 논리가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평가항목에서의 가중

치 평가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자원·이용 우수형 및 자원지향형에서는 자원성

영역의 평가지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이용지향

형 및 자원·이용 열악형에서는 이용성 영역의 평가지표

가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 개발

이상과 같이 평가준거의 선정, 평가지표의 등급화 및

유형별 상대적 중요도 산출결과를 근거로 자연휴양림 유

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기준은 표 8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평가준거를 공통으로 적용

하고 가중치만 달리 부여하여 자연휴양림 유형별 적정

입지선정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자연휴양림 또

는 그 예정지에 대하여 종합득점을 산정하고 적정입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평가지표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모형식은 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이는 앞서 설정한 기본모형인 식 2로부터 모형개발에

따른 평가영역과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확장모형으로 나

타낸 것이다.

그림 3. 자연휴양림 유형별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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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별 종합점수 =  

(식 5)

사례적용

1. 사례지역

개발된 자연휴양림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을 자연휴양

림 예정지에 적용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적지여부를 판정

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미 조성하여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은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정지로 고시만 되고

아직 조성하지 않은 자연휴양림은 유형평가와 적정입지

선정 평가를 통해 적정입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정해봄으

로써 앞으로의 조성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는데 의미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사례지역은 2007년말 기준으로 자연휴양림 예정지로 고

시된 122개소 전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나 자료의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신규지표에 대

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치지도화된 자연휴양림

구역도, 생태자연도, 산사태위험도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도의 경우 공간정보의 전산화가 미흡하여 입지 정보

의 추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개발모형을 적용할 자연

휴양림 예정지는 53개소가 선정되었다.

2. 적용 및 평가

1) 유형화 평가 결과

자연휴양림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을 53개소의

자연휴양림 예정지 적용하였다. 먼저, 자연휴양림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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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자연휴양림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기준.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등 급 가중치

1점 2점 3점 4점 5점 I유형 II유형 III유형 IV유형

자원성

식생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비율)

없음 0-20% 20-40% 40-60% 60% 이상 0.104 0.136 0.037 0.057

상층목 수령(년) 10 미만 10-20 20-30 30-40 40 이상 0.097 0.130 0.037 0.054

수문
수질(등급) 매우 오염 약간 오염 보통 깨끗 매우 깨끗 0.081 0.089 0.054 0.054

유수기간(개월) 3 4 6 8 12(상시) 0.063 0.112 0.061 0.059

경관

조망지점 다소 없음 조금 있음 보통 많음 매우 많음 0.075 0.098 0.039 0.053

경관저해인자 다소
불쾌인자1)

2이상
불쾌인자 

1이상
보통 아름다움 매우 아름다움 0.045 0.057 0.027 0.042

독특성
(폭포, 바위, 소, 동굴) 

없음 빈약 폭포 
2-3m 1개

바위
 25-50m2

소 직경 
4-6 m

폭포
4-5m 1개, 
2-3m 2개

바위 
50-100m2 

25-50m2 2개

소 직경
 7-9 m

폭포
 6m이상 1개

4-5m 2개,
2-3m 4개

바위 
100m2 이상

10-100m2 2개
25-50m2 4개

소 직경 
10 m 이상
7-9 m 2개,
4-6 m 4개

동굴 있음

0.109 0.125 0.048 0.087

이용성

접근성 배후도시 거리지수 50천 미만 50천-65천 65천-80천 80천-95천 95천 이상 0.186 0.082 0.260 0.226

개발
적합성

경사도(°) 31° 이상 28-31° 25-28° 22-25° 22o 미만 0.059 0.039 0.072 0.091

재해위험도 2등급
이상(비율)

70% 이상 60-70% 50-60% 40-50% 40% 미만 0.061 0.038 0.119 0.098

휴양
유발성

휴양기회 다양성(종)2) 1-2 - 3-4 - 5 이상 0.077 0.08 0.161 0.125

역사문화 자원 없음 면 보호수
시군
보호수

도 보호수, 
기념물, 
전설

국보, 보물,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5종 이상

0.043 0.036 0.085 0.054

주 : 1) 불쾌인자 : 산사태, 미복구절개지, 채석장, 광산, 산불피해지, 부적합구조물, 쓰레기매립, 빈번한 차량운행, 공해시설 등
  2) 휴양기회: 피크닉(산책, 휴식), 자연학습, 스포츠(등산, 놀이 등), 계곡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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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예정지별 자원성 영역

과 이용성 영역의 종합득점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평가영

역별 종합득점에 대하여 높고 낮음의 구분값으로 자원성

(X축)은 1.953점, 이용성(Y축)은 1.396점을 취하여 직교점

으로 설정하고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자원·이용

우수형의 자연휴양림 예정지가 18개소, 자원지향형이 14

개소, 이용지향형이 12개소, 자원·이용 열악형의 자연휴

양림 예정지가 9개소로 나타났다. 

이를 권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자

연휴양림 예정지는 모두 자원·이용 우수형 또는 이용지

향형으로 나타났다(표 9). 이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최소한

이용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휴양림 조성과 운영은 자원과 시

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거나 시설 중심으로 방향을 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강원권

은 수도권과 가까운 영서지역이 자원·이용 우수형으로,

기타 지역은 자원지향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

도권에 인접한 영서지역은 자원과 시설을 함께 활용하

고, 기타 지역은 자원중심으로 조성과 운영을 지향할 필

요가 있다.

반면, 호남권은 자원지향형과 자원·이용 열악형이 대

부분으로 이용성이 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보다

는 자원을 중심으로 한 휴양림 조성과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남권은 4개의 유형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어, 권역내의 위치에 따라 휴양림 조성방향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수도권 또는 인근 광역 모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의 자연휴양림은 이용성이 낮아지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연휴양림의 이용성은 수도권으로

부터의 거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자원성은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 당해 자연휴양

림 예정지에 내재된 특성에 따라 달리 평가된 것으로 해

석된다.

표 9.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권역별 유형분포.

구 분 합계
자원·
이용

 우수형

자원
지향형

이용
지향형

자원·
이용

 열악형

합 계 53 18 14 12 9

수도권 7 5 - 2 -

강원권 18 7 8 2 1

충청권 7 3 - 4 -

호남권 8 - 3 1 4

영남권 13 3 3 3 4

표 10. 자연휴양림 예정지 적정입지선정 판정 결과.

구분
부적지(12) 적지(18)

60점 미만(8) 60-70점(10) 70-80점(29) 80점 이상(6)

자원·이용 우수형
(18개소)

- 알프스 (1)

갈매기골, 감악산, 금당
(평창), 대야산, 도고산, 
명달, 사명산, 선달산, 

수도산, 어성전, 좌구산 (11)

관산, 문경새재, 사기막,
산책, 용문산, 화야산

(6)

자원지향형
(14개소)

- 개령폭포, 여수돌산, 
오미산 (3) 

계방산, 단임골, 무릉계,
백봉령, 보현산, 순천, 진동,
진부령, 청학동, 칠량, 함백산

(11)

이용지향형
(12개소)

- 대룡산, 무의도, 백야, 
산삼, 화원 (5)

금당(완주), 문성, 봉화산, 
상당산성, 운주승마, 
원통산, 청원 (7)

-

자원·이용 열악형
(9개소)

남광, 느랭이골, 모후산,
속금산, 송하, 장산, 
장재골, 팔량 (8)

 생달 (1) - -

그림 4. 자연휴양림 예정지 유형별 종합점수대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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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 결과

적용대상 자연휴양림 예정지 53개소에 대한 유형평가

를 실시한 다음, 개발된 유형별 평가준거의 가중치를 활

용하여 자연휴양림 예정지별 입지의 종합득점을 산정하

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아울러 자연휴양림 예정

지에 대하여 유형별 종합점수의 분포표를 작성하여 적정

입지 여부를 표 10과 같이 판정하고, 분포도를 작성하였

다(그림 4). 

현행 60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분석대상 53개 자연휴

양림 예정지 중 45개소는 적지로 판단되었으며 8개소는

부적지로 분석되었다. 자원·이용 우수형, 자원지향형 및

이용지향형으로 구분된 예정지 44개소는 모두 60점 이상

을 얻어 적정입지로, 자원·이용 열악형으로 구분된 예정

지는 9개소 중 8개소가 부적지로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

에서 설정한 판정점수인 70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적지

와 부적지가 각각 35개소와 18개소로 나타났다. 자원·이

용 우수형, 자원지향형 및 이용지향형 중에서도 부적지가

9개소 나타나고, 자원·이용 열악형의 9개소는 모두 부적

지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사유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현행 기

준은 평가지표가 32개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조사

에 따라 12개를 선정함으로써 평가지표의 수가 달랐다. 둘

째, 현행기준은 평가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항

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평가지표의

정량화를 고려하였다. 특히 12개 평가지표 중 3개의 신규

지표는 공간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출하고, 거리지수

는 산정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을 높였다. 셋

째, 현행기준은 평가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

은 등가중치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

연휴양림 유형별로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였

다. 넷째, 현행기준에서는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적합판정

을 60점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70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평가결과가 달리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3. 정책적 함의 

자연휴양림 예정지에 대한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

결과를 권역별로 살펴보면(표 11), 경기지역은 평가모형

에 의한 종합득점이 평균 4점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다른 지역의 자연휴양림 예정지에 비하여 이용성 영역

에서 많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강

원지역은 수도권과 가까운 일부 예정지를 제외하고는 평

가모형에 의한 종합득점이 전체적으로 낮으며, 평균 7점

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동권이 영서권의 예정지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이어 충청권과 영남권은 평가모형에 의한 종

합득점이 각각 8점이 낮게 평가되었고, 호남권은 14점이

나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앞서 유형화 평가결과에서 고

찰한 것처럼, 수도권 또는 인근 광역 모도시와 멀리 떨어

진 지역의 자연휴양림 예정지는 이용성이 낮고, 이에 따

라 적정입지선정 평가점수도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과 광역 모도시가 많은 영남권

에 비하여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이용성이 낮아 적정입지

선정 평가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표 12), 자원·이용

우수형 또는 이용지향형은 평가점수의 차이가 상대적으

로 작고, 자원지향형, 자원·이용 열악형 순으로 평가점

수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연휴

양림 예정지의 유형이 권역별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권

역별 평가점수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자원·

이용 우수형 또는 이용지향형은 평가점수 차이가 상대적

으로 적은 수도권, 강원권 및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고, 자

원지향형은 강원권, 호남권 및 영남권에, 자원·이용 열

악형은 평가점수 차이가 많은 호남권과 영남권에 편중되

어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적정입지선정 평가는 수도권 또는

광역모도시와 가까울수록 유리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일

수록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용성

영역의 평가지표인 ‘배후도시 거리지수’가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I-IV유형에서 각각 18.6%, 8.2%, 26.0%, 22.6%의

상대적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어 적정입지선정 평가에 절

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연휴양림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표 11. 자연휴양림 예정지 권역별 적정입지 평가점수 비교.

권역별
평가모형
평균득점(A)

지정당시
 평균득점(B)

차이(A-B)

수도권 80 76 4

강원권 73 80 -7

충청권 72 80 -8

호남권 63 77 -14

영남권 69 77 -8

표 12. 자연휴양림 예정지 유형별 적정입지 평가점수 비교.

유형별
평가모형 
평균득점(A)

지정당시 
평균득점(B)

차이
(A-B)

자원·이용 
우수형

77 80 -3

자원지향형 73 82 -9

이용지향형 70 74 -4

자원·이용 
열악형

57 7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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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모형으로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유형은 권역별로 어

느 정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휴양림을 조

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즉 수

도권, 충청권, 강원 영서지역 및 광역모도시에 인접한 지

역은 이용성이 뛰어나 최소한 이용지향형으로 조성이 가

능하며, 이에 더하여 자원성이 높게 평가되는 곳은 최적

입지로 자원·이용 우수형으로 조성 방향을 설정할 수 있

을 것이다. 반면, 기타 권역은 이용성이 떨어지므로 자원

성이 좋은 입지만을 제한적으로 선정하여 자원지향형으

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연휴양림 유형화와 적정입지선정을 위

한 평가준거를 개발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휴양기회스

펙트럼(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ROS) 모델로서

자연휴양림을 유형화하며,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

을 개발하고, 그 모형을 자연휴양림 예정지에 적용하여 활

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델파이 전문가 설문조사를 이용한 평가준거의 선정, 계

층화분석법(AHP)을 이용한 자연휴양림 유형화 및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의 적용 및 평가

의 순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자연휴양림 유형화 및 유형별 적정입지선정을 위

한 평가준거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2개 평가영역

(Categories)-6개 평가항목(Items)-12개 평가지표(Indicators)

를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을 이용

하여 개발한 유형화 평가모형에서는 자원성과 이용성을

척도로 자연휴양림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때 평가지표는 배후도시 거리지수(19.4%), 휴양기회 다

양성(10.7%), 경관 독특성(10.3%), 생태자연도(9.8%), 상

층목 수령(8.4%), 조망지점 다소(7.4%), 수질(7.3%)의 순

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

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에서는 평가지표의 복합 가

중치가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후도시 거리지수, 경관 독특성, 휴양기회 다양성, 생태자

연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표는 4가지 유형에

서 상대적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종합순위가

낮은 평가지표인 경관저해인자 다소, 역사문화 자원, 조망

지점 다소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개발 모형을 자연휴양림 예정지에 적용한 결과, 자연휴양

림의 이용성은 수도권에서부터의 거리에 크게 영향을 받

으며, 자원성은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 당해 자연

휴양림 예정지에 내재된 특성에 따라 달리 평가되었다. 또

한 자연휴양림 입지는 수도권 및 광역모도시와 가까울수

록 유리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불리하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수행한 본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연휴양림의

자원성과 이용성을 척도로 유형화를 시도하여 우리나라

에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ROS 모델을 탐색한 선구적 연

구이다. 그간 몇몇 연구자들이 ROS의 개념을 소개하고 자

연휴양림을 대상으로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실

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둘째, 델파이조사와 계층화분

석법(AHP)을 이용한 합리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으로 자연

휴양림 유형별 적정입지선정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현

행 ‘자연휴양림 예정지 적지평가기준’은 주관적 기준에 따

라 평가되는 항목들이 많아 객관성이 부족하고, 요인별 평

가항목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어 각 항목간의

가중치 고려가 미흡하였으며, 적지판정 점수가 낮아 이용

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휴양림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내

포되어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셋째, 자연휴양림 유형

화와 적정입지선정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나타난

‘배후도시 거리지수’를 전국의 시군에서부터 개별 자연휴

양림까지의 시간적 거리와 전국 시군의 인구수를 이용한

중력모형(Gravity Model)으로 개발하였다. 현행 거리지수

의 등급기준은 어느 하나의 배후도시만을 적용하도록 되

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모형으로부터 자

연휴양림 예정지의 유형과 적정입지 여부를 권역별로 어

느 정도 사전에 예측하고 판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ROS 개념을

적용한 기초 확립적인 연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정책

에 도입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실증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

된 12개의 평가지표 중 기존의 자료를 활용한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자료를 재구축

하고, 이에 따라 평가지표별 등급을 재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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