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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림기본법 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의 장기전망을 통한 제6

차 산림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산지의 정의는 산지관리법에서 명

시하고 있으며 산림 조성, 생산, 관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미래 산림자원의 변화를 예

측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미래의 산지면적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향후 계획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대극대화 이론에 근거한 임업부가가치, 농업소득, 인구

밀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지스틱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의 산지면적, 농지면적, 도시 및 

기타지의 면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산지면적은 2026년까지 약 6,300천ha로 줄어

들어 현재 대비 약 34천ha의 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후 2027년부터는 반등을 

시작하여 6,470천ha로 늘어나 약 172천ha의 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산지면

적의 증가는 임업부가가치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 농지면적의 증가는 농업소득의 증가, 그리고 도

시 및 기타지의 증가는 인구밀도의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

나 산지면적의 주된 증가원인은 한계효과와 탄성치가 큰 인구밀도의 감소로 밝혀졌는데, 이는 저

출산으로 인해 절대인구가 2032년부터 감소함에 따라 산지면적의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산지면적의 증가분은 도시 및 기타지에서 산지로 전환되는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 주변 지역의 인구 공동화 현상과 지방 소도시의 

소멸 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산지의 증가를 산지관리 차

원에서 살펴보면, 증가되는 산지면적은 지목상 임야 이외의 토지로부터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후 산지관리법상의 산지로서 관리되기 위해서는 산림 관련 법령의 정비는 물론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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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upport the 6th forest basic planning by Korea Forest 

Service as predicting the change of forestland area by the transition of land use type in 

the future over 35 years in South Korea.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ze upcoming 

forestland area change for future forest planning because forestland plays a basic role 

to predict forest resources change for afforestation, production and management in the 

future. Therefore, the transitional interaction between land use types in future of South 

Korea was predicted in this study using econometrical models based on past trend data 

of land use type and related variables. The econometrical model based on maximum 

discounted profits theory for land use type determination was used to estimate total 

quantitative change by forestland, agricultural land and urban area at national scale using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forestry value added, agricultural income and population 

during over 46 years. In result, it was analyzed that forestland area would decrease 

continuously at approximately 29,000 ha by 2027 while urban area increases in South 

Korea. However, it was predicted that the forestland area would be started to increase 

gradually at 170,000 ha by 2050 because urban area was reduced according to 

population decrement from 2032 in South Korea. We could find out that the increment 

of forestland would be attributed to social problems such as urban hollowing and 

localities extinction phenomenon by steep decrement of population from 2032. The 

decrement and increment of forestland by unbalanced population immigration to major 

cities and migration to localities might cause many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against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o that future strategies and policies for forestland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such future change trends of land use type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reasonable forestland use and conservation.

KEYWORDS : Forestland change, Land use change, Econometric model,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Marginal effect, Partial elasticity

서  론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급속 성장을 거두었고 그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

으로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도

시화는 주요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초래하였고, 

인구 과밀화가 된 도시는 전입된 인구를 수용할 

토지가 필요하게 되어 주변의 산지 또는 농지를 

전용함으로써 부족한 도시용지를 충당해왔다. 

도시의 팽창은 지속적인 타용도의 토지 전용을 

수반하였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도시 주변의 

난개발 및 환경 훼손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발

생시켰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이 안정화되고 국민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지고 또한 산

림의 다목적 이용이 대두되면서 산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의 산지 이

용 및 보호 정책을 기반으로 미래의 산지 수요

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하고 그에 합당한 

대책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의 산지 수요에 따른 면적의 변화는 산지

를 비롯한 농지, 도시, 기타 토지 등의 상호 면적 

변화를 기반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이

용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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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라 오토마타(Cellular Automata, CA), 셀룰

라 오토마타-마르코프 체인(CA-Markov Chain), 

퍼지(Fuzzy) 이론과 유사한 확산 모델인 다층 퍼

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그리고 전통

적인 로지스틱 회귀 모델(Logistic Regression

Model) 등이 있다. 하지만 CA의 경우 주로 도

시로의 토지이용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연구되

었고(Wolfram, 1984; Clarke et al., 1997; 

Appianing et al., 2016), 격자형 공간자료의 

셀(Cell) 배열을 기반으로 중심 셀과 이웃 셀과

의 관계를 분석하여 목표 셀의 토지 용도를 결

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산지, 농지, 도시 및 기

타지에서의 상호 토지이용 교환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한 토지이용 변화에 영향을 주

는 인프라에 대해 고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예측이 어렵다. 셀룰라 오토마타 분석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마르코프 체인(Markov 

Chain)을 결합하여 수학적 전이확률을 기반으

로 토지이용 변화의 연속성을 고려하였으나

(Lee et al., 2007; Mitsova et al., 2011), 셀

룰라 오토마타와 마찬가지로 지역 정보를 반영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기반한 예측

이 어렵다. 최근에는 인공신경망 방법론 중의 

하나인 다층 퍼셉트론 방법을 이용하여 토지이

용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가 수행된 적이 있으나

(Kim et al., 2015), 이는 비선형적 예측모델로

서 일반적인 회귀모델과 달리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없어 토지이용 

형태의 변화는 예측할 수 있으나 주요 변인(變

因)에 대한 분석과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인자의 영향력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채택한 로지스틱 회귀모델

은 토지이용 변화모델 중 다소 일반적인 방법이

기는 하지만 토지이용 변화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의 종류에 따라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 확률

을 비교적 간단하게 추정할 수 있어(Kim, 

2002),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The Conversion

of Land Use and its Effects at Small region 

extent(CLUE-S)(Verburg et al., 2002), 

CLUE-Naban(Berkhoff and Herrmann, 2009), 

Dyna-CLUE(Verburg and Overmars, 2009)

와 같은 통합모델에 적용되는 등 토지이용 변화 

모델의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독립변수에 따라 변화 형상을 단순화시

키는 단점이 있으나(Hu and Lo, 2007; Seo et 

al., 2017) 국가 규모의 장기적 토지이용 변화 

패턴을 추정하는 데 적합하고, 독립변수를 다양

하게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 

변화와 관련된 변수를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

는 유연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

수가 이항(binomial)이 아닌 다항(multinomial)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모델이 아

닌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Hong, 

2005), 미래 2050년까지 전국 단위의 산지, 농

지, 도시 및 기타지의 상호 변화를 추정함으로

써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위한 산지면적 변화 

전망을 함으로써 향후 산지 및 산림정책 수립을 

위한 거시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1. 산지 및 산림 면적의 정의

산지면적 변화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산지”

의 범위를 먼저 규정하기 위해 산림 및 산지 관

련 법령을 조사·분석한 결과,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산림”의 정

의와 ｢산지관리법｣에 따른“산지”의 정의는 매

우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으며, 임업통계연보(Korea Forest Service, 

2019)에서는 산림면적과 산지면적을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다. 즉, 산림은 토지피복(Land 

Cover)에 대한 개념으로 임총설에 기반하고 있

으며, 산지는 토지이용(Land Use)에 대한 개념

으로 지목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률

적 검토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산지

면적”은 임총설에 기반한 토지피복에 대한 개

념과 지목설에 기반한 토지이용에 대한 개념을 

결합한 형태로 정의하였다.

2. 산지면적 변화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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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Overall model building process for predicting future forestland use change

산지면적 변화모델은 토지소유자가 가장 높은 

지대를 얻을 수 있는 용도로 소유한 토지를 배

분한다는 지대극대화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하였

다(Alig, 1986; Kline and Alig, 2001; Ahn 

et al., 2000, 2001, 2002; Ahn, 2008). 지대

극대화 이론에 따라 산지의 지대를 설명하는 변

수로 임업부가가치를, 농지의 기대를 설명하는 

변수로 농업소득을, 도시 및 기타지의 지대를 

설명하는 변수로 인구밀도를 이용하였다. 각 토

이지용형태별 대리변수를 사용한 이유는 실제 

과거부터 본 연구를 위해 모의한 연도까지의 실

제 지대에 대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었고, 또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

리하여 토지이용별 형태별 지대의 변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검토한 결과, 산

주(山主)는 과거 단위면적당 부가가치에 대한 

기대치에 근거하여 임업용지로 소유한 토지를 

이용한다고 가정하여 산지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임업부가가치를 채택하였다(Joo et al., 2007). 

또한 농업소득도 마찬가지로 단위면적당 소득이 

농지대와 가장 높은 유의성을 나타내었기 때문

에 대리변수로 사용되었으며, 도시 및 기타지는 

인구밀도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이용형태가 변

화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대리변수로 채택되

었다(그림 1).

토지용도별 점유율 함수를 구하기 위해 산지

면적, 농지면적, 인구밀도의 1970년부터 2015

년까지 45년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토

의 총면적에서 공유지 면적(국유림, 공유림)과 

사유림 시업 제한지 면적을 제외한 토지면적을 

산지, 농지, 도시 및 기타용지로 구분하였으며, 

공유지 면적과 사유림 시업 제한지 면적을 제외

한 이유는 이들 면적은 공공목적을 위해 다양한 

법률과 제도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면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

하였다. 

기본모델은 지대극대화 이론에 기초한  용

도의 점유율()을 식 1과 같이 설명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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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efinition Model type

Model 1
(Agricultural land rate / Forestland rate)

ln

  

Model 2
(Urban and others rate / Forestland rate)

ln


 

*  = Agricultural income (×106won/ha),  = Forestland of value-added (×106won/ha),  = Population density (×103persons/㎢)

TABLE 1. Regression model types for forestland area change prediction

Used data References

Practicable private forest area ･Statistical Yearbook of Forestry

Agricultural land area ･Statistical Yearbook of Agricultural, Food and Rural Affair

Agricultural income ･Statistical Yearbook of Agricultural, Food and Rural Affair

Forestland of value-added
･Statistical Yearbook of Agricultural, Food and Rural Affair
･Statistical Yearbook of Forestry

Population density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by Statistics Korea

TABLE 2. Used data for forestland area change model

의 다항 로지스틱 함수로 설정하였다(Hardie et 

al., 1997; Ahn et al., 2000; Ahn, 2008).

 


 





′



′

  for =0. 1. ……, s  (1)

=토지용도, =연도, =설명변수, = 용

도의 점유율

다항 로지스틱 함수를 선정한 이유는 용도별 

점유율은 0에서 1의 범위 안에 한정할 수 있으

며, 또한 선형함수로의 변형이 용이하기 때문이

다(주린원 등, 2007). 식 1을 선형함수로 변형

하기 위해서는  용도의 점유율을 산림(=0)

의 점유율로 나누고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식 2와 같이 변형된다.

ln


  

′ 
′           (2)

= 실제 관측되는  용도의 점유율, =오

차항, 
′ 
′=모수 추정치

용도별 점유율은 국토의 총면적에서 공유지 

면적(국유림, 공유림)과 사유림 시업제한지 면

적을 제외한 토지면적을 분모로 하여 산지와 농

지의 점유율을 계산하였으며(식 3, 4), 도시 및 

기타지 점유율은 식 5와 같이 산지와 농지의 점

유율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산지 점유율) = 사유림 시업지 면적/(국

토 총면적-시업제한지 면적)              (3)

(농지 점유율) = 농지 면적/(국토 총면적

-시업 제한지 면적)     (4)

(도시 및 기타지 점유율) = 1-(산지 점유

율+농지 점유율)     (5)

산지면적 변화모델은 표 1과 같이 산지면적 

대비 농지점유율을 나타내는 모형 1과 산지면적 

대비 도시 및 기타지 점유율을 나타내는 모형 2

로 구분하였다.

ha 당 임업부가가치는 사유림 시업지에서 얻

을 수 있는 지대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목재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액에서 중간제비

를 제하고 전체 산림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하였

다. 농지의 지대 대리변수로는 ha 당 농업소득

을 사용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연보를 활

용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표 2). 임업부가가치 

및 농업소득 자료는 2010년 생산자가격 지수로 

디플레이트하여 모델 구축에 이용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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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F Coefficient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 -0.00156 0.06004 -0.03 0.9794

FR 1 -0.34861 0.33088 -1.05 0.2981

AR 1 0.01576 0.00326 4.84 <.0001

P 1 -1.46484 0.23784 -6.16 <.0001

TABLE 3. Coefficients of regression model for agricultural land rate estimation

Variable DF Coefficient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 -3.12374 0.03724 -83.88 <.0001

FR 1 -0.18355 0.20523 -0.89 0.3762

AR 1 -0.00858 0.00202 -4.25 0.0001

P 1 5.26495 0.14752 35.69 <.0001

TABLE 4. Coefficients of regression model for urban and others estimation

Variable
Marginal effect by land use type

Sample Mean
Forestland Agricultural land Urban and others

Forestry of value-added 0.06853 -0.05716 -0.01137 0.18642 

Agricultural income -0.00144 0.00372 -0.00228 7.36437 

Population density -0.50025 -0.28397 0.78421 0.43387 

TABLE 5. Estimates of marginal effect by explanatory variables

도시 및 기타지의 지대에 대한 대리변수는 인구

밀도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산지면적 변화모델

을 개발하였다(표 2).

결과 및 고찰

1. 산지면적 변화모델 계수 추정

선택된 농업소득, 임업부가가치, 인구밀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산지점유율 대비 농지점유율과 

산지점유율 대비 도시 및 기타지 점유율을 종속

변수로 하여 산림면적 변화모델의 모수를 SA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표 3, 4).

계수 추정 결과 농업소득과 인구밀도가 0.05 

유의수준에서 산림점유율에 대한 농지점유율의 

로그 비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산지 점유율에 대한 도시 및 기타지 

점유율도 0.05 유의수준에서 농업소득과 인구밀

도가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대한 계수부호의 영향을 살펴보면 

농업소득이 증가할수록 농지점유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업부가가치와 인구밀도가 

증가할수록 농지점유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인구밀도가 증가할수록 도시 및 

기타지 점유율은 증가하고 임업부가가치와 농업

소득이 증가할수록 도시 및 기타지 점유율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계수의 한계효과 및 탄성치 평가

토지용도별 점유율에 대한 설명변수의 직접적

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분석하였다. 한계효과는 다른 변수는 

일정하고 어느 한 설명변수의 1단위 변화에 대

한 토지용도 점유율의 변화라고 정의된다(Joo 

et al., 2007; Ahn, 2008). 표 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산지 점유율에 대한 임업부가가치의 한

계효과가 0.06853으로 임업부가가치의 1단위, 

즉 2010년 가격 기준 1백만원이 증가한다면 산

지의 점유율이 0.06853 포인트 증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대변수들은 용도

별 점유율에 대해 양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업부가가치는 산지점유율에, 농업

소득은 농지점유율에, 인구밀도는 도시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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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artial elasticity by land use type

Sample Mean
Forestland Agricultural land Urban and others

Forestry of value-added 0.0254% -0.0395% -0.0088% 0.18642 

Agricultural income -0.0205% 0.0956% -0.0836% 7.36437 

Population density -0.2829% -0.9147% 2.0211% 0.43387 

TABLE 6. Estimates of partial elasticity by explanatory variables

FIGURE 2. Long-term change prediction of forestland area to 2050

지 점유율에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인구밀도의 한계효과는 임업부가가치

와 농업소득의 한계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게 평가가 된 것으로 보아, 인구가 증가하면 산

지와 농지로부터 도시 및 기타용지로 용도가 변

화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은 설명변수에 대한 탄성치(partial 

elasticity)의 추정 결과이다. 탄성치란 다른 변

수가 이전과 동일하다면 어느 한 독립변수의 

1% 변화에 대한 종속변수의 % 변화로서 정의

된다(Joo et al., 2007; Ahn, 2008).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업부가가치와 농업소득 등 수

입과 관련된 변수들의 탄성치가 일반적으로 낮

아 임업부가가치 및 농업 수입에 있어서의 한계

변화가 일반적으로 토지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밀도의 

탄성치는 매우 높기 때문에 인구가 산림과 농지

를 도시 및 기타지로의 용도변경을 결정하는 주

요한 인자임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가 

증가한다면 더 많은 산림이 도시 및 기타지로 

용도변경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산지면적 변화 분석

산지면적은 1970년 661만ha에서 2015년 

633만ha로, 45년 동안 약 277천ha, 연평균 약 

6천ha가 감소하였다(그림 2). 1970년대에는 국

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 가능한 토지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기

반시설 확충과 산지개간 정책 등을 도입하면서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약 4천ha의 산지가 감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토지수요 충당과 농지·초지 확대 정책 등으로 

연평균 약 9천ha의 산지가 감소되었으나, 1990

년대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과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가 발생함으로써 연평균 약 5천ha

의 산지가 줄어드는 등 산지의 감소량이 둔화되

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외환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건설 활성화, 골프장 건

설규제 완화 정책 등을 시행하여 연평균 약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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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Area
(×103 ha)

6,335 6,314 6,302 6,302 6,321 6,358 6,411 6,473 

Occupation rate 63.16% 62.96% 62.83% 62.84% 63.02% 63.39% 63.92% 64.53%

TABLE 7. Long-term change prediction of forestland area every 5 years to 2050

ha의 산지가 감소되는 등 다시 산지전용 면적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보전산지의 행위제한 완화 등 산지규제 완화 정

책으로 연평균 약 6천ha의 산지가 감소되는 등 

산지전용에 따른 산지면적 감소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산지면적 변화 장기전망을 위한 미래 예측 자

료 중 농업소득은 2015년 농업소득을 고정시켜 

2050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하였고, 임업부가

가치는 단기임산물 총생산액과 목재 총생산액 

전망치로 산출된 값을 이용하였다. 또한 인구밀

도는 통계청의 인구추계 보고서 자료 중 인구성

장 중위 가정에 따른 인구밀도 예측치를 활용하

였다. 산지면적 변화는 한계효과 및 탄성치 분

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구밀도 변화 추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 표 7 및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산지면적은 2015년 6,335천ha

에서 2022년 6,307천ha, 2026년까지 6,300천

ha로 줄어들어 향후 11년간은 연간 약 3천ha씩 

감소하여 총 34천ha의 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후 2027년부터는 반등을 시작하

여 2030년 6,302천ha, 2037년 6,334천ha, 

2050년 6,473천ha까지 늘어나, 2027년부터 

2050년까지는 연간 약 7천ha씩 증가하여 총 

172천ha의 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

다. 최종적으로는 2015년 6,335천ha에서 2050

년 6,473천ha까지 전체 전망기간 동안 총 137

천ha의 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산

지면적의 증가 원인은 한계효과와 탄성치가 큰 

인구밀도의 증감인데, 특히 미래에는 저출산으

로 인해 절대인구가 2031년부터 감소하는 것으

로 전망되었다. 그러한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지

역의 공동화 및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

여 영농포기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로 인해 방치되는 유휴농지 및 한계농지에 식

생이 침입하여 입목이 분포하는 산지로 전환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미래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농촌인

구의 고령화로 인한 한계농지의 증가로 산지 면

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증가분은 

지목이“임”이 아닌 타지목에서 발생할 수 있

어 해당 필지의 차후 관리주체 및 관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지목

상 임야 이외에 분포되어있는 산림은 전국적으

로 약 400천ha 정도로 분석되었으나 이에 대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해당 필지를 체

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

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목상 임야 외 산림을 

포함한 미래의 산지 증가분이 실효적으로 관리

되기 위해서는 산림 관련 법령의 정비는 물론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

고 사유림의 증가에 따른 사유림 관리체계 및 

지원 정책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사유림이 많지만, 소규모 산림을 소유한 

산주가 많고 또한 부재 산주의 비율이 높기 때

문에 증가하는 사유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산림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한 증가되는 산지와 기존의 산지를 효율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전산지와 준보

전산지와 같은 이분법적인 산지관리 체계를 탈

피해야 한다. 최근 10년 동안 보전산지 중 약 

1%에 해당하는 28천ha가 타용도로 전용되어 

개발행위가 허용됐기 때문에 국토보전을 위해 

보전산지를 지정한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산지관리는 보전이 반드시 필

요한 산지와 국민적 수요에 따른 이용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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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철저한 산지보전과 

자연친화적 산지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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