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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여 산지이용구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산지이용구분제도가 도입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대표적인 규제수단으로 변질됨에 따라 산지이용구분제도의 폐지나 대체방안이 필요하며, 대체방안으로 산림기

능구분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이용구분제도가 산림기능구분제도로 대체되면 산지의 난(亂)개발이

우려되나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난개발 방지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평가제도의 도

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산지의 등록전환과 토지거래 목적의 소규모 필지분할은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

된 편법 악용사례로써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분산된 산지개발 및 허가업무를 산림부서로 일원화하고 장

기적으로는 산지전용허가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orestland Classification System’ in Korea and to develop

a strategy for its improvement. A survey was conduct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Delphi technique, one of

the interactive survey method relying on a panel of experts.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existing ‘Forestland

Classification System’ was initiated for reasonable management of forestland, but now it turned into one of the

most strict management restrictions. To improve forestland management in Korea, it was suggested to adopt

‘Forest Function System’ in this study. Moreover, to avoid indiscreet landuse conversion that might be occurred

by substituting the ‘Forest Function System’ for the ‘Forestland Classification System’, it was suggested to adopt

‘Forestland Conversion Propriety Assessment System’. In fact, landuse conversion has been regulated by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but this system appeared inadequate to be applied to the forested

area. Illegal acts for having permission of landuse conversion for reserved forests was another big issue in the

forestland management. For example, alteration of the reserved status of forests or partition into patches smaller

than the size limit has been attempted. Thus in this study, it was strongly recommended to take sanction against

such illegal acts.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forestland management, it was also suggested to integrate

administrative agencies related to the landuse conversion or to take over the charge to local governments.

Key words : forestland management, forestland classification system, forest function system, delphi technique

서 론

우리나라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

전반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산지에

대해서는「산지관리법」에 의해 각각 용도를 구분하고 있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건설종

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

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

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

며, 산지의 구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틀 속에서「산림법」 및「산지관리법」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 

제1차 국토이용구분은 1972년「국토이용관리법」에 의

해 전국을 도시지역, 농림지역, 산림지역, 공업지역, 자연

및 문화재보전지역, 유보지역 등 6개 용도지역으로 구분

하여 토지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건설교통부, 1996),

산림지역은 산림보전지구와 개간촉진지구로 세분하였다. 

제2차 국토이용구분은 1982년1)에 도시집중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국토이용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토지이

용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당초 6개의 용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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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세분하여 10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였다(박영규

등, 2003). 용도지역은 기능과 적성에 따라 경지지역, 산

림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자원보전지역, 도시지

역, 취락지역, 공업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 및

유보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용도지역별로 행위를 제한하

였다. 산림지역은 산림보전지역과 개간촉진지역으로 용도

를 구분하였으며, 산림보전지역은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로 구분하였다. 또한 개간촉진지역은 택지개발, 시설용지,

집단묘지, 개간촉진지구 등 4개 지구로 분류하여 토지수

요를 수용하도록 하였다.

제3차 국토이용구분은 1993년2)에 경제성장과 함께 도

시·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토지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초 10개 용도지역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도시지역, 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구 등 5개 용도지역으로 대폭

축소하였다(박영규 등, 2003). 특히 제2차 국토이용구분까

지 산림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산지는 보전임지의 경우 농

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준보전임지

는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사실상 「국

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국토이용구분과 함께 변화해 온 산지이용구분제도는

1981년 도입당시 용도에 따라 보전임지는 임업경영이나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준보전임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초지나 농경지 등 식량증산을 위한 농용목적으로 개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는 초지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

하여 산지에서 초지나 농경지로 이용 가능한 한계선을 설

정한 제도로서 경사도와 입목본수도에 의하여 보전임지

와 준보전임지로 개략적으로 구분하였다. 준보전임지는

약 158만 ha로 구분되었는데 이중 택지나 도시지역, 공업

및 취락지역, 개발촉진지역 등 도시·산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한 면적은 약 18만 ha로 나타났다. 나머지 140만 ha

의 준보전임지는 초지나 농지 등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임업연구원, 1985). 

그러나 1993년 제3차 국토이용구분에서 158만 ha에 해

당하는 준보전임지 전체가「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산지가 도시·

산업적 용도로 개발되기 시작되었다. 하지만 산지개발에

대한 원칙이나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산지

그림 1. 연구흐름도.

1)「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1982.12.31).
2)「국토이용관리법」이 전면 개정됨(19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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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됨에 따라 산지의 난개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

었고,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간 지가의 불균형이 초래되

면서 산주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 되었다. 이와 같이 산지

이용구분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산지관리에 있어서

대표적인 규제수단으로 변화됨에 따라 다수의 민원사례

가 발생하게 되었고 산지이용구분과 관련된 악용, 편법사

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면서 산지이용구분제도

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지이용구분제도 전반에 관련

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지이용 및 전용허가 담

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별 청문조사, 도별 순회 워크숍 등

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자, 설계 및

시공자,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델파

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일원분산분석 등을

이용하여 전체 전문가 집단과 전문가 집단별 필요성 인식

정도를 평가하였다(그림 1). 

산지이용구분제도의 도입 및 변천

최초의 산지이용구분은 1969년도에 실시한 절대임지와

상대임지로 구분한 것이다. 절대임지는 목재생산 등 임업

을 위해 보전하며, 상대임지는 상전이나 초지 등으로 이

용 가능한 지역을 구분하였다. 이 시기의 산지이용구분은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용지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법

적 구속력은 지니지 않았다.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항

공사진과 현지개략조사를 통해 1/50,000 지형도에 산지이

용구분도를 작성하였다(송병민과 류주형, 1999). 

이후 1980년대 들어서서 도시집중화가 진행되었고 농

축산분야 특히 초지확대개발을 위한 산지개방 압력이 거

세짐에 따라(이광원, 1982)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된 농지이용체계와 균

형을 유지하여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였다. 보

전임지는 공원, 관광지, 보안림,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별

법으로서 공익목적으로 지정한 법정용도지역의 산림3)과

경사 36도 이상의 모든 산림, 경사 21도~36도의 산림으로

서 입목본수도 51% 이상의 산림을 지정하였다. 준보전임

지는 도시지역, 농지개발 촉진지역, 공업지역 등 개별법에

의해 개발용도로 지정한 산림4)과 타법에 의해 개발용도지

역으로 지정한 산림과 경사 21도 이하의 모든 산림, 경사

21도~36도의 산림으로서 입목본수도 51% 이하의 산림으

로 하였다. 보전임지는 임업경영 및 공익목적용지로 절대

보전하며, 준보전임지는 초지, 농지개간 등 농업용으로 개

발이 가능하며 임업생산과 타용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박영규, 2002).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1990

년대 들어서서 급격한 산업의 발달, 높아진 환경의식, 지

방자치제의 전면 도입 등 도시산업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산지의 이용이 농업용 토지수요에서 도시·산업적 용도

와 여가·레저 등의 비농업용으로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림 2). 

3)요존국유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자연공원,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사찰림 등.
4)도시지역, 농지개발촉진지역, 개간지역, 도로 및 철도지역, 전원개발구역, 공업지역, 산업기지개발구역, 공업단지, 공업유치지역,

공업개발장려지구, 수몰지역 등.

그림 2. 산지의 타용도전용 현황(198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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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3년「국토이용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10개

의 용도지역이 5개로 축소되고, 토지공급을 확대할 수 있

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림환경을 비롯한 공익기능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산림관리가 요구되

었고, 이에 따라 종전의 경사도, 입목도 등 물리적 기준에

의하여 구분된 산지이용제도로는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산지이용구분체계가 재

편되었다(박영규, 2002). 산지이용체계재편은 자연환경의

보전, 국토의 균형개발,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등 보전

과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과거의 경사도나 입목본수

도에 의한 분류체계를 산림의 위치와 역할을 고려하여 생

산임지, 공익임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였다. 

임지별 구분기준은 사유림의 경우 종전의 체계를 가급

적 유지하되 물리적 기준의 모순을 해소하고, 국유림에 대

하여는 산지이용구분체계 재편 취지에 맞도록 구분하며,

지자체의 토지 수요를 반영하였다. 임지별 관리방안으로

서 생산임지는 경영기반을 확충하고 집약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공익임지는 공익기능의 증진과 임업생산기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설정하였다. 또한 준

보전임지는 타용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며, 농·산·어촌

민의 소득기반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국

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의 과대지정,5) 준농림지역

에 대한 법적 관리규정 미흡,6) 규제완화7) 등의 여파로 인

해 산지의 난개발(최종천과 최종운, 1998; 박영규 등,

2004a)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2003년 「국

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난개발의 원인이

되었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폐지하고 관리지역으

로 구분하였으며,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

로 세분되었다. 

한편 산림청은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

년「산지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산지이용구분제도를

「산림법」으로부터 분리하였다.「산지관리법」상 산지

이용구분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

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세분하였다. 임업용산지는

임업생산기능 증진을 위해 조성·관리되는 산림8)을 지정

하고, 공익용산지는 개별법으로 공익기능을 위해 지정된

산림9)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다수의 민원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작업에 의한 산지이용구분 방법을 연속지적도를

활용한 GIS 기법으로 산지이용구분도를 작성하였다. 우리

나라의 산지이용구분체계의 변천과정은 그림 3과 같다. 

산지이용구분제도의 선행연구

산지이용구분제도관련 연구는 산지이용구분을 중심으

로 한 제도적 측면과 산지이용구분방법상의 문제점 및 개

선방안,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방안, 산지이용구분도의 작

성방법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광원(1982)은 경제

개발에 따른 산지이용방안에 대하여 초지 및 농지와 산지

를 경사도와 유효 토심을 이용해 구분하였으며, 최종천과

5)도시지역 14.4%, 준도시지역 1.15%, 농림지역 51.4%, 준농림지역 26.0%, 자연환경보전지역 7.1%로 지정.
6)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규정.
7)준농림지역은 건축법상 건폐율 60%, 용적률 100%로서, 도시계획구역 내 보전녹지지역의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 전

용주거지역 건폐율 50%, 용적률 100%보다 완화되어 있어 종래 경지지역이나 산림보전지역이었던 준농림지역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보다도 훨씬 고밀도로 개발될 수 있음.
8)채종림 및 시험림, 요존국유림, 임업진흥권역, 그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9)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휴양림, 사방지, 산지전용제한지역,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특정도서, 사찰림, 백두대간보호지역, 그밖에 공

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그림 3. 우리나라의 산지이용구분체계(1972~2009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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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운(1998)은 국내·외 산림환경여건과 산지이용의 현

황 및 문제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지이용의 정책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송병민과 류주형(1999)은 산지이용구

분제도의 변화양상과 산지의 전용실태 및 특징을 분석하

여 우리나라의 산지이용구분제도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

하였다. 박영규 등(2004a, 2004b, 2005)은 산지이용구분제

도 전반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산지이용구분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박영규 등

(2006)은 GIS기법을 활용한 산지이용구분도의 작성방법

을 제시하였다. 채미옥 등(2005)과, 채미옥(2006)은 국토

의 계획적 관리차원에서 산지이용구분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산지가 생태적, 환경적 중요성과 전국

토의 64%를 차지하는 국토자원으로서의 특성이 함께 반

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박영규 등, 2008). 박기남(2006)은

지속가능한 산지관리의 측면에서 현행 산지이용구분제도

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

하고 있는 산지이용구분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산지이용구분관련 연구는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

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많은 선

행연구에서 산지이용 및 산지이용구분제도 등에 대한 문

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산지이용구분제도

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나 산지이용구분제도 대체방안 등에 관한 연구는 보다 심

층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및 내용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산지

이용구분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식을 평가하였다. 델

파이 조사에 있어 전문가집단 선정은 설문의 신뢰성과 연

결되므로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한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현지적용 시 고려사항 등의 종합적인 지식을 요구

하는 전문가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

문가 집단으로는 시·군의 산지이용 및 전용허가담당 공

무원, 산지이용구분 및 산지전용관련 산지개발사업자, 산

지개발관련 설계 및 시공자그룹 등 3개 집단으로 구분하

여 각각 20명씩 총 60명을 선정하였다. 

설문항목 구성은 산지이용 및 전용허가담당공무원의 개

별 청문조사, 산지이용 및 전용허가 담당공무원의 도별 순

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선정하

였으며, 설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지이용구분제

도의 필요성 및 대체방안에 대한 항목으로 ① 산지이용구

분제도의 대체 필요성, ② 산림기능구분제도의 도입 필요

성, 둘째, 산지의 난개발 방지 방안으로는 ① 환경영향평

표 1. 기존연구의 산지이용구분제도의 문제점.

구 분 문제점

최종천,
최종운1)

●계획적 이용관리기능 약화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의 문제
●법령의 체계성 결여 및 부처의 다기화
●국토이용관리법과 산림법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
●체계적 산지개발 전략 미흡

박영규 등2)

●산지이용구분제도의 인프라 부족
●산지개발기준의 불명확
●산지이용구분방법의 문제
−주변임지와의 형평성 결여
−위치표기의 부정확성
−대장작성 시 오차발생

채미옥 등3), 
채미옥4)

●산지와 산림의 미분화
●산지와 산지보전개념의 문제
●제한적 산지보전개념의 문제
●산지중심의 산지이용구분체계
●산지 내 누적적 행위제한

박기남5)
●계획적 산지이용을 위한 여건 미흡
●다른 법률에 의한 과다한 의제처리

자료) 1) 최종천, 최종운(1999)
2) 박영규 등(2004)
3) 채미옥 등(2005)
4) 채미옥(2006)
5) 박기남(2006) 

표 2. 설문 문항구성.

구 분 설문구성항목 비고

산지이용구분제도의 필요성
 및 대체방안

① 산지이용구분제도의 대체 필요성 항목 1

② 산림기능구분제도의 도입 필요성 항목 2

산지의 난개발 방지 방안
③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난개발 방지 효과 항목 3

④ 산지전용타당성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항목 4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산지관리 방안

⑤ 산지이용관련 업무의 통합 필요성 항목 5

⑥ 산지의 지형이 변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한 지목변경
 불허의 필요성

항목 6

⑦ 산지전용허가권의 지자체 위임의 필요성 항목 7

산지이용구분과 관련된 편법 및
악용사례 방지방안

⑧ 보전산지의 등록전환 제한의 필요성 항목 8

⑨ 보전산지의 지적 분할 금지규정의 필요성 항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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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도의 난개발 방지 효과 ② 산지전용타당성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셋째,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산지관리 방안으

로는 ① 산지이용관련 업무의 통합 필요성 ② 산지의 지

형이 변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한 지목변경 불허의 필요

성 ③ 산지전용허가권의 지자체 위임의 필요성, 넷째, 산

지이용구분과 관련된 편법 및 악용사례 방지방안으로는

① 보전산지의 등록전환 제한의 필요성, ② 보전산지의 지

적 분할 금지규정의 필요성 등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표 2). 문항별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원칙을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라운드의 설문조

사 결과는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2

차 라운드 설문에는 1차 라운드 설문 분석결과를 첨부하

여 구성하였다. 라운드 간 안정성 측정을 위해 대응되는

두 개의 데이터의 차를 활용한 t-검정방법을 이용하여 전

문가 의견수렴정도를 판단하였다(박성현, 1982). 또한, 최

종 설문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개선방안의 필

요성에 대한 평가는 기초통계량을 통해 전체적인 의견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간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의

견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일원분산분석과 다중

비교를 이용하였다.

2. 응답률

2차 라운드에 걸쳐 실시한 설문의 전체 응답률은 1차와

2차에서 각각 73.3%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별로는 개발사

업자와 설계 및 시공자는 각각 75.0%, 산지이용 및 전용

허가담당자는 70.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표 3). 

각 라운드간의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α=0.05

기준하에서 각 항목에 대한 유의확률(p-value)이 유의수준

보다 모두 커 라운드 간의 의견 분산도를 좁힌 것으로 보

고, 2차 라운드를 최종 라운드로 하여 산지이용구분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여 도출하였다(표 4).

항목들의 일관성 및 동질성을 평가하기 위해 cronbach-

α계수(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이용하였다. Cronbach-

α계수는 설문척도의 신뢰성 측정에 사용되며, 0에서 1 사

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

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cronbach-α값은 0.6이

상일 경우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채서일,

2003). 2차 설문의 응답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9개 항목

의 cronbach-α계수가 0.752로 산출되었으므로 객관적인

결과치로 수용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항목의 필요성 평가

1) 기술통계 분석

1차 라운드와 2차 라운드의 각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평

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인식의 큰 변화는 없었으나, 1차

라운드에 비해 2차 라운드에서 평균값이 상향되었다. 이

는 2차 라운드에 1차 라운드의 분석결과를 첨부하는 델파

이조사의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종 2차 라운드의 평

균값을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다음 순서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산지이용관련 업무의 통합 필요성, 보전산

지의 지목분할제한 금지규정의 필요성, 산지전용허가권의

지자체 위임의 필요성, 산림기능구분제도의 도입 필요성,

산지전용타당성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보전산지의 등록

전환 제한의 필요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난개발 방지효

과, 산지이용구분제도의 대체 필요성, 산지의 지형이 변하

표 3. 라운드별 응답률. (단위 : 명, %)

구 분 1차 라운드 2차 라운드

개발사업자 15(75.0) 15(75.0)

설계 및 시공자 15(75.0) 15(75.0)

전용허가담당자 14(70.0) 14(70.0)

전체 응답률(%) 44(73.3) 44(73.3)

표 4. 라운드 안정성 검증.

구 분 설 문 항 목 t-값
유의
확률

안정성

산지이용구분제도의 
필요성 및 대체방안

① 산지이용구분제도의 대체 필요성 0.964 0.341 안정

② 산림기능구분제도의 도입 필요성 0.675 0.504 안정

산지의 난개발 방지 방안
③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난개발 방지 효과 0.113 0.911 안정

④ 산지전용타당성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1.278 0.208 안정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산지관리 방안

⑤ 산지이용관련 업무의 통합 필요성 0.953 0.346 안정

⑥ 산지의 지형이 변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한 지목변경 불허의 필요성

0.081 0.936 안정

⑦ 산지전용허가권의 지자체 위임의 필요성 0.734 0.467 안정

산지이용구분과 관련된 편법 
및 악용사례 방지방안

⑧ 보전산지의 등록전환 제한의 필요성 0.922 0.362 안정

⑨ 보전산지의 지적 분할 금지규정의 필요성 1.707 0.096 안정



786 韓國林學會誌 제 98권 제 6호 (2009)

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한 지목변경 불허의 필요성의 순이

었으며, 산지의 지형이 변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한 지

목변경 불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1차 라운드에서와 마

찬가지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2) 항목간 분산분석

각 항목의 평균값 유의차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값은 8.464, p-value값은 0.000으로

나타나 적어도 어느 두 항목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를 실시하였으며,

각 항목의 표본 크기가 달라 Scheffe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두 개의 동일 집단군으로 분류되었다. 항목 6,

항목 1, 항목 3, 항목 8의 유의성이 0.203으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항목간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에 따

라 동일집단에 속하고, 항목 4, 항목 2, 항목 7, 항목 9, 항

목 5의 유의성이 0.119로 동일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산지이용관련업무의 통합 필요성, 보전산지

의 지적분할 금지규정의 필요성, 산지전용허가권의 지자

체 위임의 필요성, 산림기능구분제도의 도입 필요성, 산지

전용타당성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항목이 산

지이용구분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우선 고려되어야 할 항

목으로 평가되었다(표 6).

3) 항목별 필요성 평가 분석

9개 항목에 대한 필요성 평가에서 산지이용관련업무의

산림부서로 통합 등 8개 항목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산지의 지형이 변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한 지목변경 불

허에 대한 항목은 필요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1) 산지이용구분제도의 필요성 및 대처방안

산지이용구분제도의 개선하거나 대체해야 할 필요성은

산지이용구분제도가 도입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산지관리

업무에 있어서 대표적인 규제수단으로 변화되어 다수의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산지

이용구분제도는 식량자급화정책에 따라 산지에서 농지나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한계선을 설정한 것으로 경사도와

입목본수도에 의해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한 것

이다. 그러나 준보전임지가「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도시·산업적 용도로 개발되기 시

작하였고, 이로 인해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간 지가의 불

균형이 초래되면서 산주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 되게 되었

다. 이와 같이 산지이용구분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산

지관리에 있어서 대표적인 규제수단으로 변화됨에 따라

다수의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산지이용구분과 관련

된 악용, 편법사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면서 산

지이용구분제도의 개선이나 대체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산지이용구분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지이용구분제도가 단순히 규제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

라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어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산림기능구분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산림기능구분은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등 6개의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

으며, 기능구분에 의해 산림계획이나 영림계획을 수립하

며, 기능유형에 적절한 시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독

일이나 일본 등 산림선진국에서 산림기능구분제도를 도

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능구분은 규제 수단이 아

닌 산지관리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산림기능구분제도의 도

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지이용구분제도를 기능구분제도로 대체 할 경우 전

용에 따른 산지의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산지전용타당

성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산지전용타당

성평가제도는 개발대상지와 개발계획단계로 구분하게 되

는데, 개발 대상지의 적합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개발

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계획을 평가하여 친환경

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 산지전용

허가제도는 전국단위의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

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 반면, 산지전

표 5. 항목 필요성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구 분
평균값(표준편차)

순위
1차 2차

항목 1 2.82(1.299) 3.34(1.296) 8

항목 2 3.98(1.067) 4.07(1.081) 4

항목 3 2.59(1.245) 3.48(1.051) 7

항목 4 3.66(1.055) 3.98(1.235) 5

항목 5 4.11(1.146) 4.32(1.105) 1

항목 6 2.55(1.337) 2.59(1.449) 9

항목 7 4.02(1.338) 4.12(1.077) 3

항목 8 3.20(1.391) 3.49(1.416) 6

항목 9 3.75(1.260) 4.22(1.275) 2

표 6. 다중비교(Scheffe) 결과.

구 분
평 균(동일집단군)

1 2

항목 6 2.59

항목 1 3.34

항목 3 3.49 3.49

항목 8 3.98 3.49

항목 4 3.98

항목 2 4.07

항목 7 4.12

항목 9 4.22

항목 5 4.32

유의확률 0.203 0.119

주)항목간 분산분석결과 F값이 8.464(p-value : 0.000)로 분석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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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타당성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의 성격, 지역의 특성이나

산지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후 개발여부를 결정하

는 제도로 일본 등 산림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2) 산지의 난개발 방지방안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산

지의 난개발 방지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결과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산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

이 아니고 국토전반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산

지에 대한 평가인자가 한정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작

성에 있어서도 개발사업자가 지정하는 대행업자가 하도

록 되어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개발대상지로 둔갑

하는 면죄부 형태로 변질 되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제

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지개발의 경우 심의회구

성에 있어서도 산림관계자의 참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3)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산지관리방안

산지이용관련 업무를 산림부서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산지의 용도를 구분하는 법령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개 용도지역 등 79개의 법률에서

165개의 지역, 권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등 부처별로 분

산됨에 따른 불편함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한국법제

연구원, 1999). 즉,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지

구, 권역, 구역, 계획지 등으로 부처별로 각각 용도를 구분

함으로서 용도지역이 중복되어 전국토의 2.2배에 해당하

는 면적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부처간의 관계도 불명확

하고 부처별로 용도지역에 대한 토지이용행위 규정을 함

에 따라 규정내용이 상충되는 등 산지이용에 불편함과 비

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지전용허가권한의 지자체 위임에 대한 필요성도 높

게 나타났다. 현재의 산지전용허가체계는 중앙정부인 산

림청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시 이를 충족되어야만 허가를 해주

는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전국에 걸쳐 획일적인 규정

이 적용되다보니 지역에 따라서는 불합리하거나 불필요

한 기준이 될 수 있고 지형여건상 현지에 적용하기 곤란

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산지전용과 관련된 다수의 민원사

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지

역특성이나 지형여건을 고려한 산지전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것이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초지나 리조트, 과수원 등 산지의 지형이 변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하여 지

목을 산림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낮게 평가

되는데, 이는 업무의 형평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부담

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4) 산지이용구분과 관련된 편법 및 악용사례 방지방안

보전산지에 대한 지적 분할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은

산지를 토지거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바둑판 모양

의 소규모로 분할함으로써 산림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산지이용관련 업무가 가중됨에 따른 것으로 보

인다. 1990년「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소규모 지

적 분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산지의 경우 3 ha 미만으

로 지적을 분할 할 수 없도록 지적 분할 금지규정이 신설

되었으나 규제 완화차원에서 1999년 지적 분할 금지규정

이 삭제되었다. 보전산지의 지적 분할은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보전산지에 대한 지적 분할 금지는 시

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전산지의 등록전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산림이 토지임야로 등록전환 되면 임야도상에서

제외되어 산지이용업무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는

데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

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기는 작업

을 의미하며, 축척이 낮은 임야도를 축척이 큰 지적도에

옮겨 토지에 관한 정밀성을 높여 지적관리를 합리화하려

는데 그 목적이 있다.「지적법」상 등록전환 규정은 산

지관리법에 의한 전용허가 후 지목을 변경하는 토지와 대

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나머지 토지를 존치하는 것

이 불합리할 경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 되어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및 도시계획선에

따라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산주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주들이 등록전환을

하는 목적은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용도를 변경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1997년 산지이용체계재편 시 등록전

환 된 토지임야 전체를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데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산지의 등록전환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전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등

록전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전문가 집단별 항목의 필요성 평가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 전문가 집단별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항목 9의 보전산지의 지적분

할 금지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전문가 집단간 의견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발사업자와 전

용허가담당자의 경우는 항목 9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나, 설계 및 시공자 집단은 그 필요성을 상대적

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그 외의 항목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목 6은 전문가 집단 모두

가 그 필요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표 7, 그림 4).



788 韓國林學會誌 제 98권 제 6호 (2009)

표 8은 각 전문가 집단별 항목에 대한 평균값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산분석 결과

전문가 집단별 각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F값은 각각 6.589,

2.641, 3.635이고 유의확률은 0.000, 0.011, 0.001로 각 전

문가 집단별 항목에 대해 유의한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일 표본크기에서의 다중비교(Tukey's HSD)를 통한 사

후검정에서 개발사업자의 경우 세 개의 동일집단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설계 및 시공자와 전용허가 담당자의 경우

각각 두 개의 동일집단군으로 분류되었다. 산지이용구분

제도의 개선안으로써 개발사업자는 항목9의 보전산지의

지적분할 금지규정의 필요성, 항목5의 산지이용관련 업무

의 통합 필요성, 항목7의 산지전용허가권의 지자체 위임

의 필요성 순으로 평가하였고, 설계 및 시공자의 경우 항

목5의 산지이용관련업무의 통합 필요성, 항목7의 산지전

표 7. 전문가 집단간 각 항목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평균 차이검정.

구 분
평균

F-값 유의확률
개발사업자 설계 및 시공자 전용허가 담당자

산지이용구분제도의 필요성
및 대체방안

항목 1 2.85 3.93 3.21 2.335 0.111

항목 2 3.85 4.00 4.36 0.386 0.683

산지의 난개발 방지 방안
항목 3 3.15 3.64 3.64 1.939 0.158

항목 4 3.69 4.21 4.00 0.904 0.414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산지관리 방안

항목 5 4.62 4.50 3.86 1.478 0.241

항목 6 2.54 2.71 2.50 0.189 0.828

항목 7 4.31 4.36 3.71 1.094 0.345

산지이용구분과 관련된 
편법 및 악용사례 방지방안

항목 8 3.54 3.07 3.86 1.151 0.327

항목 9 4.69 3.50 4.50 3.921* 0.028

*p < 0.05 : **p< 0.01

그림 4. 전체 및 전문가 집단별 항목 평균값 도표.

표 8. 전문가 집단별 항목평균값에 대한 분산분석.

구 분 Ｆ값 유의확률

개발사업자 6.589** 0.000

설계 및 시공자 2.641* 0.011

전용허가담당자 3.635** 0.001

*p < 0.05 : **p< 0.01

표 9. 전문가 집단별 항목 평균값의 다중비교(Tukey's HSD).

개발사업자 설계 및 시공자 전용허가 담당자

구 분
평균(동일집단군)

구 분
평균(동일집단군)

구 분
평균(동일집단군)

1 2 3 1 2 1 2

항목 6 2.54 항목 6 2.71 항목 6 2.50

항목 1 2.85 항목 8 3.07 3.07 항목 1 3.21 3.21

항목 3 3.15 3.15 항목 9 3.50 3.50 항목 3 3.64 3.64

항목 8 3.54 3.54 3.54 항목 3 3.64 3.64 항목 7 3.71 3.71

항목 4 3.69 3.69 3.69 항목 1 3.93 3.93 항목 5 3.86 3.86

항목 2 3.85 3.85 3.85 항목 2 4.00 4.00 항목 8 3.86 3.86

항목 7 4.31 4.31 항목 4 4.21 4.21 항목 4 4.00

항목 5 4.62 항목 7 4.36 항목 2 4.36

항목 9 4.69 항목 5 4.50 항목 9 4.50

유의확률 0.056 0.141 0.141 유의확률 0.102 0.141 유의확률 0.06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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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허가권의 지자체 위임의 필요성, 항목 4의 산지전용타

당성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순으로 평가하였다. 전용허

가 담당자의 경우 항목9의 보전산지의 지적 분할 금지규

정의 필요성, 항목2의 산림기능구분제도의 도입 필요성,

항목4의 산지전용타당성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산지이용구분제도 개선방안으로써 전문

가 집단의 담당분야별 효율성과 편의성에 중점을 둔 결과

라고 볼 수 있다(표 9).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산지이용구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첫째, 현행 산지이용구분제도는 도입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개발여부를 결정하는 규제 수단으로 변화됨에 따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간 지가의 불균형 초래, 산주들 간

갈등의 표면화, 사유재산 침해 등 다수 민원사례를 양산

시키게 되었다. 또한, 산지이용구분과 관련된 편법·악용

사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산지이용구분제도의 대체 방안으로 산림기능구분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산림기능구분제도는 전국의

산지를 기능유형별로 구분하여 산림계획이나 영림계획 수

립 시 활용하고, 기능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시업을 하도

록 하는 것이다. 기능구분제도가 산지의 규제수단이 아닌

효율적인 관리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산지이용구분제도를

대체 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로 판단된다.

둘째, 산지이용구분제도가 산림기능구분제도로 대체 될

경우, 전용에 따른 산지의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산지전용

타당성평가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산지전용타

당성평가제도는 개발대상지와 개발계획의 타당성평가에

의해 환경친화적 산지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심의 제도로

써 지역의 특성이나 지형을 고려하여 개발하도록 하는 것

이다. 이는 일본 등 산림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이다. 한편,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에 의한 산지의 난개발 방지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산지에 대한 평가항목이 극히 제한 되어있고,

개발사업자 위주로 평가서가 작성되어 개발이 불가능한

산지가 개발 대상지로 둔갑하는 등 면죄부 형태로 변질되

었다는 비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기인된 것

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산지관리방안으로서 분산되

어 있는 산지관련 업무를 산림부서로 일원화하여 효율적

으로 산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부

처별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등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용도지역의 중

복·상충되는 등 산지관리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합리적인 산지관리를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업무의 전반을 지자체로의 위임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앙정부인 산림청에서 제시

한 기준이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 이에 따른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로 위임하여 지역의 특성이 반

영된 산지전용허가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산지이용구분과 관련된 편법·악용사례로서 보

전산지의 등록 전환과 지적 분할을 들 수 있다. 보전산지

의 등록전환은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용도를 변경하

기 위한 것이다. 산지를 토지임야로 등록전환하면 임야도

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산지이용업무의 비효율성을 초

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등록전환은 1997년 산지이용체

계재편 시 토지임야 전체를 준보전산지로 구분함에 따라

산주들의 용도변경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

인다. 이와같은 보전산지의 등록전환은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전산지의 지적 분할은 지적을 소

규모로 분할하는 것인데, 산지를 토지거래 목적으로 이용

하기 위하여 바둑판모양으로 분할함으로써 산림경영에 지

장을 초래하고, 업무가 가중되어 산지관리업무의 비효율

성이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전산지의 등록전

환과 지적 분할 등 산지이용구분과 관련된 편법·악용사

례를 엄격하게 제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산지이용구분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산지관

리의 대표적인 규제수단으로 변화됨에 따라 다수의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지이용구분제

도를 산림기능구분제도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체

에 따라 산지의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산지전용타당성평

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산림

기능구분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산지전

용타당성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산지의 난개발방지로 탄

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

한 다수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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