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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현 국제 정세는 급변과 급진으로 표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급변과 급진은
2016년 한 해에 일어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

통령 당선이다. 위와 같은 급변과 급진의 국제 정세는 한반도의 남북 대치 상황
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이 미국에 오면 햄버거를 놓고 핵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 협상력을 높이고자 2016년에만 2차례의 핵실험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향후 몇 년간은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의 급변과 급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한반도의 종합적인 국토 발전방향과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통일부 중심으로 ‘2015~2016년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스터플랜 수립에 산지관리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빠져 있다. 이것은 북한 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지의 이용
보전 및 이용의 방향 설정이 누락된 것이고, 이러한 방향 설정은 궁극적으로
평지의 도시개발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남한의 산지관리 경험과 통일 이후 북한의 국토개발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통일 이후 예상되는 북한 산지의 여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지관리의 기본방향을 산지관리체계,
산지보전, 그리고 산지이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향후 통일 이후 북한의 산지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북한을 대상으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준 연구진과 자료 협조 및 방향설정을
조언해준 외부 자문위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6.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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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최근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한반도의 종합적인 국토 발전방향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2015~16년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사업
을 수행하였으나 국토의 70%를 상회하는 산지가 누락됨.
○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이 되면 무조건 남한의 제도를 적용하면 될 것이

라는 낙관을 가지기 쉽지만 남북한 산지관리 제도의 차이를 면밀히 알
지 못하면 제도의 원만한 안착을 기대할 수 없음. 또한 남북한 제도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시점의 제도만 이해할 경우에는 그
간의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에 대한 제한된 정보와 부족한 선행연구하에서

통일로 예상되는 북한 산지의 여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북한의 제도 차이점, 남한의 산지관리 경험의 시사점, 통일 이후 북한
의 국토개발 및 환경보전 관련 계획 등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산지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연구 방법
○ 남북한 산지관리 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관련 문헌 조사를 수행하고, 자

료 부족으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탈북자 면담을 통해서 보충함.
○ 북한의 산지지형 및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헌조사를 수행

하고, 추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공개된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GIS 분석을
수행하여 문헌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
○ 남한의 산지 관련 국토개발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한국개발연구원의

한국경제60년사 등 각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종합하여 제시함.
○ 통일에 대비해 각종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북한지역 국토공간계획

을 검토하여 통일로 인한 미래 북한의 국토환경 관련 변화를 도출함.

iv
○ 이상에서 도출한 현재 북한의 산지관리제도의 수준과 산지관리 현황을

토대로 남한의 경험과 미래 북한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 방향을 제시함.

남북한 산지관리제도의 비교
○ 남북한 산지관리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산지관리의 공간인식으로 토

지소유제도의 차이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한은 토지 사유화를 기본으로 비록 국가가 산지의 이용구분을 정하고

있지만 개인이 해당 필지의 임업외 타용도 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산지공간은 동적으로 변할 수 있어 비용이 많이 들어도 정밀한
관리를 위해서 지적도를 기반으로 관리함. 따라서 남한의 산지관리는
산지 소유주의 산지전용을 통해 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산지경계와
이용구분을 지적도를 이용하여 정교하게 관리하는 (관리 주체)상향식·
(산지공간)동적 관리모델임.
○ 북한은 토지 국유화와 주체사상의 공동책임하에서 산지관리 목적과 관리

주체를 정하고, 이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한 임업외
타용도 이용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산지를 관리함. 따라서 산지 공간을
그 경계가 고정되고 임업외 타용도 이용도 산지로 보기 때문에 북한은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지적도를 이용하지 않고도 산지를 관리할 수 있
는 (관리 주체)하향식·(산지공간)고정형 관리모델을 가지게 됨.

남북한 산지이용 현황
○ 북한은 1960년대 초에 국토의 80%에 해당하는 977만 ha가 산림토지라

고 제시하였으나 대상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지형
기준 산지를 통해서 이와 유사한 994만 ha의 산지 공간범위를 확인하
였고 통일 이후 산지관리의 대상 설정에 활용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북한의 도시 내부와 주변부는 농업적 이용으로 산림면적이 적어

통일 이후 도시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 산림 면적 확충과 복원이 필
요함. 또 통일로 지역 주민이 재정착하지 않으면 자연재해로 이어질 경
사사면 위의 농지가 162만 ha나 있어 휴경지 재조림 등의 정책이 필요함.

v
○ 한편 남한에서 볼 수 없는 산지지형으로 북한 북중부 지역에 백두대간

우측을 따라 1000m 이상 산악지역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남한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유형이기 때문에 개발과 보전의
방향 설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남한의 산지관리 경험
○ 남한의 산지관리 수단은 산지이용구분과 산지전용허가와 산림형질변경

허가 등으로 점진적인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농지·초지·도시용지 확
대에 대응하면서 제도가 고도화됨. 통일 이후 북한도 산지가 점진적 사
유화하고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제도를 발전 단계
별로 정도를 달리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남한은 도시화 초기에 화전에 의한 산림훼손과 휴경지 방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화전정리사업과 휴경지복원계획 등을 이용함.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은 도시화로 대규모 거주이동이 예상되는 바 이 수단의 활용
이 필요함.

통일 대비 한반도 국토공간관리의 방향
○ 한반도 국토개발은 북한 서해안과 동해안의 2개 핵심 개발축을 따라 위

치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도시 주변의 산지는 개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북한 북부 중앙에 위치하는 1000m 이상 산지 집중지는 남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고유한 생태계 및 자연특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백두산
관련 산악관광의 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산지관리의 기본방향
○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산지관리에서 고려할 사항은 남북한 산지관리제도의

차이점 극복, 국토개발과정에서 산지 난개발을 선제적으로 대응, 그리고
남한에 없는 북한 산지지형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는 것 등 3가지임.
○ 첫째, 산지관리체계는 토지소유제도에 종속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국유화

vi

이후 점진적 사유화를 전제로 남한의 산지관리제도 이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다만 산지의 경계와 산지이용구분 등의 제도 도입 최초 시작상태를
선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향후 개인이 자유로이 산지이용을 결정할 때
를 대비하여 북한의 발전 단계에 맞는 산지전용제도를 준비가 필요함.
○ 둘째, 산지보전의 방향은 도시화가 예상되는 도시 내부 도시림을 조성하고

주변 산림훼손을 복구하며 이들 지역을 경관보안림 등의 공익용 산지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또 백두대간 산줄기와 DMZ 등은 남한의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연장하거나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
고 북한 북중부의 1000m 이상 거대 산악 집중지역은 먼저 산지전용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산지이용의 방향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그리고 통일 이후 주민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휴경지와
화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산지보전 대책이 마련될 필
요가 있음.
○ 셋째, 산지이용의 방향은 북한의 생태와 문화적 자원을 이용하여 산악관

광을 활성화 하는 등 산지로 남은 상태에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함. 또 도로인프라 보수, 송전탑과 풍력발전소 설
치, 스키장 등이 주변 산림과 조화되도록 생태적 산지전용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유도해야 함.

정책 제언
○ 산림청은 산지의 점진적 사유화가 이루어질 때 남한 산지관리 제도 이

식의 최초 조건으로 필요한 산지의 경계와 산지이용구분, 그리고 산지
이용구분의 조정 및 산지전용허가의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함. 특히 통일로 예상되는 송전탑과 풍력발전 등 북
한의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서 산지전
용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사전 구상이 요구됨.
○ 산림청은 산지가 점진적으로 사유화될 때 꼭 국유림으로 남아야 될 지역

을 구분하는 논리와 그 공간범위를 도출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보안림 또는 산림지원보호지역을 어떻게 지
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연구가 필요함.

vii
○ 산림청은 북한 북중부에 위치한 1000m 이상 산지 집중지 등 남한에서 관

리경험이 부족한 북한 고유한 산지지형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서 산악관광을 포함한 향후 보전 및 이용 관리 방향을 준비해야 함.
○ 산림청은 통일 이후 북한이 가지는 생태 및 분단의 산물을 이용한 산악

관광 활성화에 대비하여 남한의 생태적 산지전용이나 산림복지단지 등
의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
토해야 함.
○ 산림청은 이 연구와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의 결과를 토대로 산지

부분에 대한 ‘한반도 산지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때
에는 국토개발 마스터플랜과 산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토
대로 구체적인 공간단위 위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별도
로 수립된 산림녹화와 복원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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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Basic Directions for Management of
Mountainous Area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Background of Research
A mountainous area is defined as a sloping landform that rapidly stretches from a plain. Recently, a Master Plan for Unified North Korea has been
established without consideration of mountainous areas of North Korea. To
achieve a completely comprehensive strategy for a unified Korean peninsula, a plan for use and conservation of mountainous areas needs to be
integrated. Therefore, a goal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basic directions
for management of mountainous areas in North Korea.

Method of Research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collect research materials: management systems for mountainous areas in South and North Korea, present
conditions of mountainous areas including land use, and experiences in
land development of South Korea's government. To complement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GIS analysis were
applied. The validity of collected data was examined through experts
meeting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conserves mountainous areas by focusing on limited areas. It lacks a management system to control or prevent
agricultural land use of mountainous areas. But it has jus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afforestation as a way to prevent natural disaster. The administration does not base its mountainous area management on scientific
backgrounds. It has difficulties controlling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ix

forest land by dividing purposes and agents of management.
The North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has unique ge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it has middle-high mountainous areas and highlands, which connect South and North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eded to intensively protect these areas for biodiversity because they are central areas
for a Korean peninsular eco-network. These areas, which are mainly used
for agricultural purposes, have to be reforested to prevent natural disasters.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introduced a classification system for
mountain areas and reversed forest, dealing with excessive agricultural land
use of mountainous areas. However, continuous management for mountainous areas was adopted late after forest had been damaged thoughtlessly.
Successful afforestation in South Korea is attributed not only to citizens'
participation but also to provision of alternative fuel resources. According
to an infrastructure plan, it is presumed that further deforestation or disconnection of forest would not happen. But afforestation plans might take
in consideration a way that uses ranges of mountain, connecting cities and
forests.
Based on previous results, four basic directions are drawn for mountainous areas after Korean unification: first, land use after conservation of
mountainous areas; second, delineation of mountainous areas; third, classification of mountainous areas; lastly, integration of management systems.
Researchers: Sohn Hakgi, Choi Junyeong, Seok Hyundeok
Research Period: 2016. 1. ~ 2016. 10.
E-mail address: hgsoh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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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한반도의 종합적인 국토 발전방향과 발
전전략 수립을 위해 통일부 중심으로 ‘2015~16년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
플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한반도 국토발전의 공
간적인 골격과 인프라 축 등을 중심으로 국토공간 발전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통일부, 국토부, 산자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산업단
지, 도시·농촌, 주택, 철도, 도로, 항만, 항공, 수자원 등 분야별 실태 및 발
전전략 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북한 산지는 위의 범정부적 통일 북한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에서 누락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지에 대한 이용 및 보전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평지의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산지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급변사태로 통일이 되면 일반적으로 무조건 남한의 제도를 적용하면
될 것이라는 낙관을 가지기 쉽다. 하지만 통일 이후 남북한 산지관리 제도의
차이를 면밀히 알지 못하면 북한 주민이 새로운 제도에 안착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만한 제도적 전환을 꾀하기 어렵다. 남북한 제도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시점의 제도만 이해할 경우에도 그간의 과오와 경험을 다시 반
복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한에서 관리한 경험이 없는 북한
고유의 산지지형 등이 있을 때에도 이를 무시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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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론

북한의 산지관리에 대한 연구는 산지관리제도 실태와 체제전환국의 산
지소유권 재편 과정 비교, 산림황폐화 복원 등의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진
행되어 왔다. 북한지역 산지관리 또한 국토·환경·산림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의 산지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
한 제도의 차이점과 남북한 산지이용 현황 비교를 통해서 북한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가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남한 산지관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경험을 검토하고, 통일 이후 북한의 국토 및 환경분
야 계획에서 바라본 통일 이후 산지의 변화된 모습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남한의 산지관리 경험과 통일 이후 북한의 국토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선행 분석을 토대로, 통일로 예상되는
북한 산지의 여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지관리의 기본방향을
산지관리체계, 산지보전, 그리고 산지이용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에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선행 산지 관련 연구는 북한의 산림 현황, 남북경협단계의 산림황폐지
복구 방안 등 산림에 관한 주제에 대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산지 관련 제도에 대한 현황 파악과 통일 시 산지 소유권에 관한 논의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임업과 산림 현황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유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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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과 같이 주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윤여창 외
(1999)와 같이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경제난과 더불어 발생한 산림황폐화

와 복원 문제가 주된 연구주제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연구기술의 발
달로 문헌 자료에 의존하던 연구방식에서 원격탐사를 통하여 북한 산림을
분석하는 연구방식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오석·윤여창 2014;
이민부·김석주 2008; 김상욱·박종화 2001).
황폐산지를 복구하려는 방안으로 과거에는 주로 조림을 통한 산림협력
방안을 제시했다(석현덕·정정길 1998; 김용환 2005). 최근에는 남북 산림
협력 방안으로 단순하게 조림 사업을 제안하는 대신에 A/R CDM 사업 또
는 REDD+ 사업과 같은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조장환 외 2011;
배재수 2013). 통일 북한산림의 지속적인 경영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산림
토지 연구가 수행되었다. 세부적으로 산림토지 분류, 관리체계, 관리조직,
산림토지 정책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이광원 1997; 이용범 2002;
박소영 외 2008; 박경석 외 2009).
통일 이후 북한 산림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는 북한의 산지관리제도 파
악과 통일 후에 산지소유권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관련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이광원(1996)은 산지소유와 산지관리제도 현황을 제시하고 있
으며 통일 이후의 산지소유 및 이용 관리제도를 제시하였다. 이용범(2002)
은 북한의 모든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려는 방법은 사유화라
주장하며, 세 단계의 사유화 작업을 제안하였다. 안병기(2015)는 구 사회주
의 국가 중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국가를 대상으로 산지소유권 개편과정을
비교 연구하였으며, 통일 후 북한 산지소유권은 공공성과 시장원리를 적절
히 조화시킨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북한 관련 연구는 북한 산림과 산지 관련 제도 등 일부분에
국한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토·환경·산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남한의 산지관리 경험을 토대로 통일 이후의 북한 산지의 이용 및 보전 방
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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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급변사태에 의한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의 통일
전후 시점이다. 이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정책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점진
적 통일보다 준비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가 더 시
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공간적인 대상은 북한의 산지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북
한 산지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북한 산지에 상응하는 남한의 산지를
비교하여 북한 산지관리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먼저 산지관리로 한정하였다. 산지가 그릇(container)
이라면 산림은 내용(contents)으로, 산지관리는 산림녹화와 경영을 포괄적
으로 포함하지만 구체적인 산림녹화와 경영의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손학
기 2010: 115).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산림황폐지 복구는 산림녹화와 관련
이 깊은 분야이고 땅에 대한 내용보다 수종이나 양묘 등의 별도 연구가 필
요하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남북의 산지관리의 방
향 및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산지관리제도를 산지보전·산지이용·산지관
리체계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셋째, 산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해서 GIS를 이용한 산지지형 분석과 토지피복을 이용한 토
지이용 형태를 분석하였다. 넷째, 통일 이후 북한의 산지관리 방향을 설정
하기 위해서 남한의 산지관리 제도 도입 배경과 도입된 제도의 분석을 통
하여 북한 산지관리의 발전 단계 진단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산
지관리가 국토·환경관리 또는 주변 도시지역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산지 관련 공간계획을 검토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진단과 시사점을 통해서 북한 산지관리의 기본방향을 도출
하였다. 북한의 산지관리에서 필요한 것은 도시화·산업화를 거치면서 고도
로 발달된 남한의 현재 산지관리 제도가 아니라 제도 발전과정 중의 어느
한 단계임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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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방법

남북한 산지관리 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관련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북한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것과 같이 산지관리 관련 자료도 종
류와 내용에서 충분하지 않았다. 부족한 문헌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탈북
자 면담을 통해 북한 제도의 전반적인 틀 내에서 산지제도를 이해하였고,
산지 관련법의 내용과 주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간에 괴리가 있
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북한의 산지지형 및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헌조사를 수행
하였다. 문헌상의 부족한 부분은 국제적으로 공개된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GIS 분석을 수행하여 보완하였다. 공간자료 수집 및 GIS 분석을 통해 한

반도의 표고, 토지피복도, 지형도 등 산지와 관련된 공간자료 수집, 표고
자료를 이용한 평지/경사지 구분, 산지지형 상세 구분, 토지피복 또는 산림
식생 현황 자료를 이용한 지형유형별 이용 현황 파악, 도시 내·외부의 산
림 현황 및 훼손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국토개발 과정의 경험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간된 한국경제60년사,
국토연구원에서 발간된 국토60년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농업·
농촌70년사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산지 관련 제도 도입의 배경과 도입된
제도를 인과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에서 수행한 통일에 대비한 북한 관련 국토공간계획을 분석하여 통일
로 예상되는 북한 산지의 여러 변화를 제시하였다. 내용의 적절성은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지역 산지관리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내용의 일부는 전문가 원고위탁을 통해 작성되었다.
제3장 남북한 산지지형 및 토지이용 현황의 내용 중 일부는 전남대 조재일
교수가 수행한 위탁연구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공간자료 수집 및 자료의 가공을 통해서 2절 산지지형 유형구분 및 3절 산
지의 토지이용 현황 관련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이후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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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분석은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또 도시 주변 토지이용 현황, 철도·도
로 인프라 주변 토지이용 현황, 그린 인프라 주변 토지이용 현황 등은 원
고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제4장 국토개발 과정의 경험 검토는
전 국토연구원 정희남 박사가 수행한 원고위탁의 결과를 토대로 산지관리
관점에서 다시 작성하였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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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산지보전
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의 국토 및 산지관리의 기본방향, 산지관리
제도, 산지보전과 산지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에 세부내용별
로 남북한 제도를 비교하여 차이점과 통일 이후 산지관리제도 수립에 참고
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1. 국토 및 산지관리의 기본방향

1.1.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1.1.1. 남한의 국토관리 기본이념 및 원칙
｢대한민국헌법｣ 제120조 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국가가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국토기본법｣ 제2조에서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제
시하고 있다.
국토관리 기본이념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 국토의 균형발전, 국토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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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서 국토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
는 것이다. 기본이념에 국토를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현재와 함께 후
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으로 보는 관점이 담겨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
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
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제시된 총 8가지 기본원칙을 아우르는 대원칙은, 국토는 자연환경
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 제시된 기본이념이 기본원칙에 온전
히 담겨 있다. 8가지 기본원칙 중에서 산지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
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뽑을 수 있다.

1.1.2. 북한의 국토관리 기본이념 및 원칙
북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은 주체사상의 자연개조투쟁과 맞닿아 있다. 북
한의 주체사상에 따르면, 자연개조는 인민대중이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여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마련
하기 위한 투쟁을 말한다(오복용 2002: 35-36). 따라서 자연을 정복개조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토지자원, 즉 국토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을 중요시
한다. 특히, 토지는 농업생산의 기본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토지를 부침
땅1으로 이용하려 한다. 또한 부침땅으로 지정된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
1

부침땅은 농사땅의 북한어(네이버 국어사전: 2016.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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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자연의 영향으로 유실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최동현 2010: 60-64).
이러한 인식 위에 북한은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국토와 자원을 인민경
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여 국토를 아
름답게 하는 것에 두고 있다(북한 토지법 제14조). 이에 따른 국토관리 기
본원칙을 첫째, 국토건설과 자원개발 과정에서 농경지를 보호하고, 둘째,
도시의 규모를 작은 형태로 많이 건설하고, 셋째, 나라의 기후풍토적 특성
과 지역의 경제발전전망을 고려하는 것에 두고 있다(동법 제15조). 한편,
국토관리의 내용에는 혁명전적지(사적지) 보호, 토지관리, 산림조성과 보호
관리, 도로건설과 관리, 강하천관리, 연안·영해 관리, 환경보호관리, 국토관
리기업소 개선 등이 포함된다(동법 제17조).

1.2. 산지관리 목적과 기본원칙
1.2.1. 남한의 산지관리 목적과 기본원칙
남한의 산지관리 목적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통해서 임업의 발
전과 산지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것에 있다(｢산지관리법｣ 제1조). 자세히
말하자면 산지관리의 목적을,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
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할 것에 두고 있다.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위한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은 임업생산성
과 산림 공익기능을 높이고 자연친화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것이다(｢산지
관리법｣ 제3조). 산지관리를 산지의 보전과 이용으로 나눌 때, 산지 보전의
기본방향은 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것이다.
산지의 이용은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조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산지보전과 이용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인 조정이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에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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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북한의 산지관리 목적과 기본원칙
북한의 산림토지관리 기본이념은 목재를 비롯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절
실히 요구되는 산림생산물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토지를 보호하고 나라
의 기후풍토를 개변하여 산을 녹음지게 하는 등 국토를 아름답게 하는 것
이다(리주민 2010: 177-178). 이때 토지보호는 산지에서의 침식과 사태를
방지하고 큰물피해로부터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
자면, 북한은 다각적인 산지이용 및 임산물 활용 등 합리적인 산지이용(최
동현 2010: 152-167)과 함께 산림의 조성·보호(리옥경 2010: 58-64)를 동시
에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산림토지 이용·관리는 산림 보전·조성
을 우선 수행하고 다각적인 산지이용, 임산물 활용을 통하여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도록 산지를 이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북한은 산림을 귀중한 자원과 국토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산림토지관리 방향과 원칙을 세우고 있다(리주민 2010: 117). 우선
산림토지관리 방향으로 모든 산림토지를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통일적으
로 장악 및 등록하고 그 관리 및 이용에서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합리적으
로 이용되게 감독통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산림토지
관리 원칙으로 산림토지관리를 국토관리기관과 그것을 이용하는 기관, 기
업소, 단체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토지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 그 이용
자들이 반드시 권한 있는 국가기관(국토환경보호성 등)의 허가를 받고 이
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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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토관리 및 계획체계
1.3.1. 남한의 국토관리 및 계획체계
｢국토기본법｣ 제6조에서는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

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계획은 국토종
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으로 나누어 수립
한다. 자연환경, 산림, 산지관리계획은 부문계획에 속한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림분야 최
상위 계획이다. 산지관리 기본계획은 산림기본계획 하위에서 산줄기와 산
지유역 등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는 계
획이다.
<그림 2-1> 산지 관련 공간계획체계
구분

도시용지

산지

농지
국토종합계획

전국
(정부)

국가환경 종합계획(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지관리 기본계획
광역시－도 종합계획

광역
(시 － 도)

광역시도 환경보전계획
지역산림계획
광역도시계획

산지관리 지역계획
특정계획

도시기본계획
기초
(시 － 군)

산지의
계획적 관리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비시가지역
성장관리방안

용도지역·지구

평지

자료: 손학기 외(2011: 88).

산지구분

구릉성
산지

산악성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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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북한의 국토관리 및 계획체계
국토계획은 국토와 자원, 환경의 관리에 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
계획이며, 전국 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 도(직할시) 국
토건설총계획, 시(구역)군 국토건설총계획이 있다(북한 국토계획법 제2조).
국토계획은 국토개발전략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의 보호, 부침땅과 산
림, 하천, 호소, 바다의 이용, 자원개발, 도시와 마을의 형성, 휴양 지구개
발, 산업지구와 하부구조의 건설, 자연환경의 조성과 보호, 국토정리와 미
화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6조). 국토계획의 비준은 하위기
관에서 작성되어 올라간 국토계획을 국가계획기관이 검토하고 이를 비준
하여 다시 하위기관으로 하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동법 제3장). 국토
계획의 실행을 통해서 국가는 토지정리와 산림조성, 주민지구와 산업지구
건설, 도로건설, 자원개발, 환경보호 같은 국토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동
법 제5조).
국토건설총계획은 국토를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
리적으로 개발이용하고 정리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
계획이다(북한 토지법 제14조). 국토건설총계획의 수립원칙은 첫째, 국토
건설과 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침범하지 말며 그것을 아끼고 보호할 것,
둘째, 도시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며 작은 도시형태로 많이 건설할
것, 셋째, 나라의 각이한 지대들의 기후풍토적 특성을 고려할 것, 넷째, 나
라의 인민경제발전 방향과 각이한 지역들의 경제발전전망에 맞게 과학적
으로 세울 것으로 하고 있다(동법 15조). 국토건설총계획에 포함될 내용으
로는 9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세 번째 내용으로 산림조성방향과 보호
및 그 이용과 이로운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동법 제17조).
이 계획은 개별적인 시설물이나 구조물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국토건설과 국토를 이루고 있는 개별 대상의 위치와 성격, 그 규모와
능력 등의 기본 사항으로 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국토건설총계획
이 국토건설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정한 북한 국토이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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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획 중 최상위 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공민달 2015: 153).
국토건설총계획 아래에 산업지구건설, 도로건설 등의 도시관리를 위해
서 도시건설총계획이 있는 것과 같이 산림분야는 산림건설총계획이 있다.
국토건설총계획 내용 중 “산림조성방향과 보호 및 그 이용과 이로운 동식
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 산림법의 산림건설총계획이다.
산림건설총계획은 산림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조성
하고 보호관리하며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림건설의 통
일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다(북한 산림법 제4조).
산림법에서는 산림건설총계획의 내용이 되는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
자원, 산림경영 부문에 대한 작성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산림조성 원칙은
국가가 전체 인민을 산림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산림조성 전문기
업소들의 역할을 높여 온 나라를 수림화·원림화할 것 등이 있다. 또 국가
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담당림 또는 조림지역을 정해주고 책임 조성하도
록 하고 있다(동법 5조). 산림보호 원칙은 국가가 산림보호체계를 세우고
인민들이 산림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6조). 산
림자원의 이용원칙은 국가가 산림자원 이용질서를 세우고 산림자원을 종합
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7조). 산림경영의 현대화·과
학화 원칙은 국가가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산림경영의 현
대화·과학화를 촉진하여 산림경영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동법 8조).
<그림 2-2> 북한의 국토관리계획체계

국토건설총계획

도시건설총계획

…

산림건설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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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체계

2.1. 산지의 공간범위
2.1.1. 분단 이전 지목체계와 산지 공간범위
남한의 체계적인 지목체계 도입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다(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2006: 4). 조선시대에는 세금부과를 위해서 토지를 전, 답, 대
등으로 지목 구분하였다. 일제는 식민통치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임야를 포함하여 18종의 지목으

로 분류하고, 토지 소유, 토지 가격, 지형지도 등을 조사하였다.
원래 조선시대 산지는 왕실이나 분묘와 관련된 일부 지역 외에 산지에
대한 소유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무주공산이었다(손학기 외 2012: 29). 일
제는 토지조사사업에서 지목이 임인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임야대장을
만들고, 1911년 산림령을 통해서 임야대장에 기록된 필지를 대상으로 산림
을 관리하였다(국가기록원b 2016). 이를 통해서 남한과 같은 사유림 중심의
산림소유구조가 정착되었다. 이 당시 임야의 총면적은 1,600만 ha, 이 중 국
유림은 58%이고 사유림은 42%를 차지하였다(윤여창·배재수 1997: 157).

2.1.2. 남한의 산지 공간범위
산림령에서는 관리 대상에 대한 정의가 없지만, 1961년 최초로 제정된
산림법에서는 관리의 대상을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
지”로 명확히 정의했다. 이후 산림법에서 분리된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를
산림법의 산림 정의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산지관리법｣ 제2조)하
고, 관리는 지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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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목(立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라. 임도(林道), 작업로 등 산길
-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남한의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
의 종류)에 따라 28개로 구분된다. 28개 지목에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溜池)·양어장·수도용지·공
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가 있다.
이렇게 입목·죽이 집단으로 생육하는 토지로 정해지는 남한의 산지공간
은 토지사유제하에서 산지 소유자의 관리목적 또는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향식 관리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
이다. 특히 산지공간이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지적도의 지
목(임)으로 명시적 관리가 중요해진다.

2.1.3. 북한의 산지 공간범위
북한에서는 일제강점기의 토지대장·임야대장이 일정기간 유지·관리되었
다는 점을 토대로 지목이 ‘임’인 토지를 산림으로 보고 관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해방 후부터 6·25전쟁 전까지는 개인소유와 상속을 인정
하였으며, 전쟁 후 토지소유가 협동농장화되면서 개인소유 개념이 사라졌다
(이재송 1999: 34-38).

북한은 1958년경 농업협동화를 통해서 토지의 국유화가 완료되자 개인의
토지 소유와 이동상황을 기록하는 지적공부가 필요 없게 되었다(조병현
2001: 58-59). 1947년 ｢산림에 관한 결정서｣에서 묘지 및 집터에 부속된 소

산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을 사실상 국유화하였다. 1958년 4월 4일 제정한
‘지적문건관리규정’에 의거 기존의 토지대장, 지적도, 측량원도, 산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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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보안성 토지국에 보관하고, ‘새로운 토지대장’을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1960년 7월 5일 북한 최초로 토지법령을 체계화하는 내각결정 제37호로
‘토지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토지를 농업용 토지, 산림토지, 도시토지, 특

수용 토지, 기타 토지의 5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산림토지는 다시 임목지, 무
림목지로 세분되었다.2 이후 북한은 1977년 토지법 제정과 1999년 개정을
통해서 동법 제7조에서 국토관리 목적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토지를 농업토
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로 구분하였다.
산림토지는 동법 제70조에서 산림이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할 것이 예정
되어 있는 산야와 그 안에 있는 이용지로 정의되고 있다. 북한은 지적도
등 제도화된 장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경사도 외에 산지의 공간범위를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이광원 1997: 171). 북한 주민이 일반
적으로 산지를 확인하는 방식도 지적도 등의 제도화된 장치가 아니라 경사
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된다. 또 토지
법 제70조에서 산야 안에 있는 임업외 다른 이용지를 산림토지로 보기 때
문에 다양한 관리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임업, 농업, 축산, 도시개발 등 산
지에서의 타용도 이용도 산지공간에 포함된다.
이렇게 토지이용상황에 관계없이 경사도 등 지형특성에 의해서 고정적
으로 산지공간이 정해지는 것은, 토지국유화제도하에서 계획 주체인 국가
가 산지관리 목적별(산림기능구분)로 관리 주체에 산림공간에 대한 일체의
관리를 위임하고 통제하는 사회주의체계와 관련되며, 일단 관리 주체가 정
해지면 각종 계획에 따라 토지이용상황이 변화하여도 관리하는 토지는 그
대로 유지되는 제도의 결과이다. 그리고 고정된 공간범위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지적도 등의 명시적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사도 등의 지형특성에 의한 자연경계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2

농업용 토지는 농경지, 농촌대지, 방목지, 작잠림지, 갈밭, 간석지, 초원지, 습지, 강
하천 유역의 황무지 등으로, 산림지는 임목지, 무림목지로, 도시토지는 도시내 대지,
도시내 산업용지, 공공 이용지, 기타 부속지로, 특수용 토지는 국사용지, 철도·도로
및 항만용지, 도시의 산업용지 및 관광용지로 상세 구분함(조병현 200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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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지의 이용구분
2.2.1. 남한 산지의 이용구분
1969년에 처음 도입된 제1차 산지이용구분은 농업용지 부족으로 산지

개간 압력이 증가하자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산림자원 육성
을 위한 절대임지와 농경지로 이용가능한 상대임지로 구분되었다. 1985년
제2차 산지이용구분은 초지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한계구역으로 산지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였다. 1997년
제3차 산지이용구분은 90년대 이후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구릉지개발이
본격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보전임지를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세분화하고, 준보전임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도입하였다. 2002년 제4차 산지
이용구분은 90년대 말 무질서한 산지 및 구릉지의 난개발에 대응하고자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다시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
와 임업용 산지로 구분하였다(박영규 외 2005: 12-16).
산지구분조정은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10년마다 일제 정비, ｢보전
산지지정·지정변경·해제｣를 통해서 사안별 정비를 한다(손학기 외 2012: 86).
<그림 2-3> 산지이용구분별 지정목적 및 대상
구분

임업용
보전산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산지

이용대상

지정대상

산림자원조성, 임업 경영 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 증진

채종림, 시험림, 요존국유림, 임
업진흥권역 기타 임업생산 기
능 증진 등

재해방지, 수원보, 생태계보전,
국민보건 휴양증진 등의 공익
기능 증진

공원, 보안림, 자연휴양림 기타
공익기능 증진 등

도시계획용 도로의 이용, 택지,
산업용지 등의 공급 등

보전 산지 이외의 산지

자료: 산림청 홈페이지a(www.forest.go.kr: 201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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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북한 산지의 이용구분
북한은 1951년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 산림토지를 17개로
기능 구분하였다(이광원 1997: 174). 산림토지 기능구분은 당해년도 3월
말까지 추진된 임상조사 사업을 토대로 먼저 이용목적에 따라 특별보호림
구역, 환경보호림구역, 생산림구역, 농업이용 예정지, 국토건설 대상지 등
5개로 대구분하였고, 이를 다시 경영목적과 이용형태에 따라 17개로 상세

구분하였다.
토지의 소유가 국가에 있는 북한은 1963년 제정된 토지법을 통해서 토
지이용 및 관리체계를 구체화하였다(이광원 1997: 174). 그리고 산림토지
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 산림토지 기능구분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배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법 제
33조에서는 목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해서 산림토지 기능구분 중

생산림구역을 대상으로 임산공업림으로 지정한다. 동법 제34조에서 농촌
주변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협동농장림과 기관 및 기업소의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한 자체림3을 지정한다. 동법 제37조에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림과 산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한 자연보호림구를
지정하도록 하며, 동법 제40조에서 지대적 특성에 맞게 방풍림, 사방림, 위
생풍치림, 수원함양림 등 보호림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특별보호림
과 자연보호림구, 그리고 보호림은 산림이용 기능구분의 특별보호림구역
및 환경보호림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산지이용구분과 별도로 산림법에서 산림구분을 하고 있다.4 김정일
정권 말기인 1992년 공포된 산림법 제3조(산림의 분류)에는 산림을 이용
목적에 따라 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목재림, 경제림, 땔나무림으로 나누고
3
4

자체림은 북한 산지이용구분에서 흔히 담당림으로 알려져 있음.
북한 산림에 대한 최신 통계자료는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에 자료를 제출
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산림토지는 국제사회에 공표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적정리 등을 통한 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토지법이 정착된 1970년대
이후의 최신 산림토지 관련 통계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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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산지이용구분과 산림구분은 명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임산공업림은
목재림, 산지이용의 특별보호림은 산림구분의 특별보호림, 자연보호림구는
일반보호림, 협동농장림과 자체림(담당림)은 각각 경제림과 땔나무림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4> 북한 산림토지의 기능구분
혁명전적지 및 사
적지보호림구역
특별보호림구역

수렵지구
산림구역

산림환경보호림

큰강보호림

기상수문
조절림구역

수원함양림
바람막이림

특수지구
산림구역
생태환경
보호림구역

토지자원
보호림구역

동식물자원
보호림구역

환경보호림구역

자원보호구
교육교양림구역

사태방지림
사방림
식물자원보호림
동물자원보호림
문화유물 및
유적보호림
실험실습림

생활환경
보호림구역

보건휴양림
위생풍치림구역
풍치림
섬유원료림

산림토지

종이원료림
목재생산림구역
갱목림
일반목재림
향료원료림
생산림구역

산열매림
원료생산림구역
기름원료림
땔나무생산구역
기타
채종림구역
비림지
방목지

농업이용예정지
누에치기예정지
국토건설대상지

자료: 이광원(1997: 174)을 재구성.

산림공원
관광림
해안풍치림
국경연안풍치림
도시풍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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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지의 타용도 전환
2.3.1. 남한 산지의 타용도 전환
산지는 토지의 일부분으로 도시개발과 식량생산, 휴양 등의 목적으로 이
용되고 있다. 산지를 임업 이외의 타용도로 이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산지관리법｣ 제14조). 일반적인 산지전용제도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 산지의 타용도 이용은 농업용으로 농지, 초지를 택지, 공장, 광업, 도
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기타 등이 있다(산림청 2016: 194-195).
특히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 아닌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사업의 종류와 전용면적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그림 2-5> 남한의 산지개발 절차
중 ·

대 규모

도시 개발
택지 개발
… 사업

소규모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체계적·계획적 개발및관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개발 목적이
농업·임업·어업인가?

아니오
산지전용
도시개발법,
택지개발 촉진법 등
(개별 사업법)

자료: 손학기 외(2012: 105).

예

협의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국토계획법)

산지전용 허가
(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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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북한 산지의 타용도 전환
앞서 제시한 ‘산지의 공간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산지이용의 방식
은 남한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남한은 경사와 관계없이 농경지나 대지 등
타용도로 지목이 변경되면 산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반해서 북
한은 북한 토지법 제70조에서 산림토지를 “산림이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산야와 그 안에 있는 여러 이용지”로 정의하기 때
문에 임업뿐만 아니라 농업, 축산업, 도시개발 등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진
토지도 산지에 포함된다.
다만 북한은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농업생
산, 도로건설, 지하자원개발, 건설물의 터자리, 국방상 요구 등의 산림토지
를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토지 이용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리주민 2010:
180-183). 산림토지 이용허가에서 중요한 것은 국토와 자원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의 관점에서 이용허가를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홍수로
부터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면서 산림자원과 물자원과 같은 것을 동시에 이
용하는 것이다.
산림토지의 이용허가는 내각 또는 국토환경보호성이 기관, 기업소, 단체
들이 제시하는 산림토지를 이용하려는 목적과 규모 등을 따져 허가를 진행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산림토지를 위수구역 또는
특수지로 쓰거나 30정보 이상 많은 면적의 산림토지를 논밭, 과수원, 뽕밭
등으로 만들거나 탄광, 광산부지로 쓰려고 할 때는 내각 또는 중앙 국토관
리기관의 이용허가가 필요하다. 산림토지를 철길, 공장, 기업소의 건설부지
돌밭, 작잠림, 양어장, 송전선로, 통신선로, 공공건물건설부지로 쓰려 할 때
는 도 국토관리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석비레 캐는 곳, 흙 파는 곳, 산림
집건설부지, 지질탐사지, 물탱크를 놓거나 우물을 파는 자리 등으로 쓰려
고 할 때는 군 국토관리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내각과 국토관리기관은 산림토지를 논밭, 과수밭, 뽕밭, 풀밭 등으로 이용
하는 것을 허가할 경우에 나무가 없는 산, 병충해를 입은 산림, 묵인땅, 다박
솔밭 등을 쓰도록 유도하며, 밭으로 만들기 위하여 산을 일구려 할 때에는
흙모래가 내릴 위험성(토양침식)이 없는 산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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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지보전

3.1. 산림녹화
3.1.1. 남한의 산림녹화5
광복 이후 산림정책은 치산녹화기 이전(1946~1972), 제1차 치산녹화기
(1973~1978), 제2차 치산녹화기(1979~1987), 산지자원화 추진기 이후(1988~)로

구분된다. 1945년 광복 당시 우리나라의 산은 극도로 황폐한 민둥산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1951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을 시작으로 1961년에
산림법을 제정하였고 1967년 산림청을 발족하였다. 이 시기 정책이 산림황
폐지의 복구사업에 치중하였으나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사후 관리의 미흡
으로 산림황폐지 복구에는 한계가 있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과 연계하여 국토보전과 개발 측면
에서 산림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1973~1978)이 추진되었다. 이 계획은 속성수 조림, 사방녹화, 산림보호체

제의 강화, 화전정리의 완결 등을 통하여 국토녹화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 뒤이은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9~1987)에서는 경제림 조성,
기술보급, 산림보호를 추진하였다. 이 계획으로 대단위 경제림 단지가 들어
섰고 지속적인 육림관리가 시행되었으며 국토녹화 완료를 선언하게 되었다.
황폐해진 산림의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는 제3차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
(1988~1997)을 통하여 산림소득원 개발, 공익기능 증진 등 산림 자원화를

추진하였다. 현재는 산림녹화에 성공한 남한의 경험을 무분별한 산림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나누고 산림의 사막화 방지 등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

5

남한의 산림녹화는 국가기록원a(2016)의 내용을 참고하여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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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북한의 산림녹화6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산림의 경제적
기능 극대화와 함께 양묘, 조림 등 산림녹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해방
직후인 1946년부터 산림관리 조직을 꾸리고 황폐 산림을 녹화하려는 조치를
취하였다. 제1차 7개년 경제개발계획(1961~1967) 기간 동안 800만 ha의 조림
사업이 진행되었다. 1960년 말에는 조림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서 임업성을
발족하였다. 제2차(1978~1984) 경제개발 기간에는 200만 ha를 조림하였다.
1990년 이후 공산권 국가의 몰락과 더불어 경제난 가중에 따른 지속적인

생계형 산림훼손을 억제하고자 여러 산림정책을 수행하였지만 산림황폐화는
가속화되었다. 1993년에 산림 조성과 수종 교체를 골자로 하는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999년에는 15만여 ha에 이르는 산림조성계획을

추진하였다(이규창 2010: 20). 하지만 1992년 산림법 개정으로 산림관리 권
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면서 산림관리가 중앙정부의 지원과 통제에서 멀어
졌고 결국 산림 벌채가 가속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식량 증산을 위해 나무를 베어내고 확보한 산간지역을 밭으로 개
간하는 다락밭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산림황폐화가 가속화되었다.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가속화되는 산림훼손을 막고자 북한은 2000년

들어 전국의 수림화·원림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1년에는 ‘산림조성
10개년 계획 기간(2001~2010)’을 수립하여 매년 15만 ha의 산림을 조성하

려 했다. 또한 2012년에 ‘산림건설 총계획(2013~2042)’을 수립하여 무입목
지에 168만 ha를 조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우균 2014: 21). 2015년에
들어 북한은 ‘산림복원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산림황폐화를 반성
하면서 산림의 경제성과 더불어 주민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산림녹화를 하
고 있다.

6

북한의 산림녹화는 김성일·이동호(2014: 35-49), 윤여창 외(2008: 8-20), 유재심 외
(2016)를 참고하여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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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림보호
3.2.1. 남한의 산림보호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
여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는 첫째, 산림을 자연·인위적 피해에서 온전히 보호할 것, 둘째,
건강성 유지·증진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셋째, 산림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넷째, 신
속한 산림피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산림보호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보호 기본원칙하에 산림청의 산림보호국은 산불방지, 치산복원, 산
림병해충방지 등의 보호사업을 수행한다. 산불방지 사업에는 산불 조기발
견 및 신고 체계 수립,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확립, 산불발생 요인 제거 등
이 있다. 치산복원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에는 사방사업, 산사태방지, 산림복원, 백두대간보호관리가 포함된다.
산림병해충방지사업에는 예방 및 방제 계획 수립, 발생 상황 모니터링, 산
림병해충 발생 통계 작성 등이 있다.7
보호지역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4개 부처가 관할하
는 개별법에 따라 지정된다. 각 부처는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마련·시행한다. 이와 같이 지정된 보호지역 중에서 산지와
관련된 보호지역은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로 산림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개별법에 의해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지역의 행위제한은
중복규제를 피하고자 해당 법을 따르도록 한다.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 공
익용 산지는 대부분 몇 필지가 모인 점적 보호지역이며, 백두대간보호지역
과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은 산줄기를 따라 보호지역이 지정된 선적
보호지역이다.
7

산림청 홈페이지b(www.forest.go.kr: 201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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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남한의 보호지역과 관계 법률
산지구분

임업용

지정기준

해당법률

관할부처

채종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요존국유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임업진흥권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기타

산지관리법

산림청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산지관리법

산림청

야생생물 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산지

공원구역

자연공원법

환경부

보전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산지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환경부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환경부
해양수산부

특정도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
환경부

공익용
산지

준보전산지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산림청

기타(사찰림 등)

산지관리법

산림청

보전산지 외의 산지

산지관리법

산림청

자료: ｢산지관리법｣(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4조(검색일: 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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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북한의 산림보호
북한 토지법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림을 지정하고 있다. 토지법
제37조에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보호림을 정하고 있으며, 산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하여 자연보호림
구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 안에서는
나무를 벨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동법 40조는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호
하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지대적 특성에 맞게 방풍림, 사
방림, 위생풍치림, 수원함양림 등 보호림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산림법에서는 산림자원 증진 수단으로 모든 인민이 산림보호에 참
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산림법 제44조에 명시된 산림보호 관리 사업에
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구제, 산림자원 무단이용 금지, 산림 생태 지역 보
존과 동식물자원 보호, 동식물 보호증식 등이 포함된다.
한편 북한은 1946년에 백두산 식물보호구 지정 이후 1998년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을 통해서 자연보호구, 자연
공원, 자연경관보호구 등 다양한 자연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표 2-2> 북한의 보호지역 지정 및 관련 법 제정
구분

법제정

1960년

1946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보물,

백두산 식물보호구 설정(1946년)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내각결정 제29호에 의하여 백두산자연보호구(1959년)

이전
1970
년대

정무원결정 제55호(1976년 10월 2일)

관련 내용

6개의 자연보호구, 14개 식물보호구, 14개 동물보호구,
6개 바다새번식보호구, 4개 수자원 보호구 설정

198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85년 백두산혁명전적지특별보호구(1만 5880정보)

년대

환경보호법”(1986년 4월 9일)

1989년 13만 2천 정보가 백두산국제생물권보호구

199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생물다양성전략

년대

및 행동계획”(1998년)

1990

1990년대 들어서 거듭된 자연재해로 적지 않은 생태계 파괴를 가져왔으며, 따라서 이미 지정된 자연보호지역을

년대~

어떻게 관리하며, 새로운 보호구를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

자료: 신원우 외(2009: 111).

보호지역 면적은 국토면적 5.67%인 69만 5670정보(6,899km2),
보호지역 유형: 자연보호구, 자연공원, 자연경관보호구, 식물보호구,
바다새번식보호구, 철새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등

남북한의 산지관리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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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지이용

4.1. 남한의 산지이용
산지이용은 타용도로 산지를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으로 유지하면
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림으로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크게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의 일시사용허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복지단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휴양림
등의 시설이 있다.
산지의 일시사용허가는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하거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등의 용도로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다. 일시사용허가는 농·림·어업인이 공익용
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임산진흥촉진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
상 품목(관상수)을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
산림복지단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
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산림문화·휴양 시설은 산림과 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하며,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의 시설을 통해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택지나 농지 등의 산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용은 산지의 타용도 전환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산지전용은 지목이 대나
전답 등으로 전환되고 산지 통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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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산림복지단지 내 도입 가능 시설
구분
주거 시설구
편의
시설구

산림
휴양구

생활기초

도입 가능 시설
단독형 숙박시설, 연립형 숙박시설, 야영시설 등
(위생시설) 취사장, 오물처리장, 오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 시설 등

생활편익

(전기통신·안전시설) 전기, 전화, 인터넷, 방송음향, 보안, 재해예방 등
(의료시설) 응급시설, 건강증진센터, 약국 등

산림치유

치유센터, 치유의 숲, 삼림욕장, 대체요법 시설 등

산림교육

산림교육센터, 숲속의 집, 유아숲체험원, 직업체험관 등

산림체험

탐방로, 목공예체험센터, 유기농체험단지, 영농체험, 야생초 단지 등

산림레포츠

산악자전거, 짚라인, 암벽등반, 포레스트 어드벤처, 숲길 등

산림문학

야외무대, 숲속갤러리, 숲태교장, 숲속도서관 등

자료: 산림청(2013: 29).

4.2. 북한의 산지이용
앞서 ‘북한 산지의 타용도 전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은 북한 토지
법 제70조에 따라 남한과 같이 산지이용과 타용도 전환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 절에서는 산림토지 이용허가를 중심으로 논의한 위의 절과 달리
일반적인 산림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대해서 논의한다.
북한은 산림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합리
적인 산림토지 이용은 산에 자연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자원을 있는 그대로
채취·가공·이용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활용하여 인민경제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최동현 2010: 148-151). 산림토지를 합
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남한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과 달
리 농촌경리8로 대표되는 농촌경제발전 방안이다. 산림토지 이용방향은 국
토건설총계획과 지역별 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8

농촌경리는 농산물을 비롯하여 축산, 과수업, 누에치기 따위를 포괄적으로 운영
하는 일로 식량을 비롯하여 식품 가공업의 원료와 섬유, 가죽, 의료품 및 기호
품의 원료 등 여러 가지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 북한 농업 용어임(네이버
국어사전: 2016.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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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한 산지관리제도의 차이점과 시사점

5.1. 남북한 산지관리제도의 차이점
남북한의 산지관리제도는 산지관리의 기본이념, 산지관리체계, 산지보
전, 산지이용 부문에서 서로 대응하는 산지관리제도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단계의 상이성으로 서로 차이
점이 있었다. 먼저 산지관리의 기본이념 부문에서 남한의 국토관리는 현세
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하다면 북
한은 현세대 인민의 경제발전을 고려한 농업생산 증대가 중요하다. 남한의
산지관리는 도시화·산업화를 지나면서 산지의 도시적 개발 압력 조절을 중
요시한다면 북한은 토양침식과 산사태 등으로부터 토지를 보호하면서 임
산물과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계획하에서 산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체계는 남북한이 유사하다.
산지관리체계 부문에서 남한은 명시적으로 지적도를 이용하여 산지 공
간범위를 관리한다면 북한은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암묵적 합의에 의한 경
사도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산지이용구분 부문에서 남한은 보전산지, 준보
전산지와 같이 관리목적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북한은 임산공업림과 협
동농장림 등과 같이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산지의 타용도 전환은
남한에서는 산지전용허가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산지의 정의에
타용도 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별도의 타용도 전환 관련 제도가 없고 다
만 산림토지 이용허가를 통해서 계획적인 산지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산지보전 부문에서 산림녹화는 남한이 산림녹화에 성공하여 이후 산림
자원호로 전환한 반면, 북한은 산림 황폐화가 지속되고 있다. 산림보호는
남한이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공익용 산지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북
한은 토지법의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산지이용 부문은 남한이 임산물 재배와 함께 산림복지 향상에 이용한다면
북한은 농산물과 축산에 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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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남북한 산지관리제도의 차이점
항목

남한

북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국토와 자원을 인민경제발전과 복지증진
국토관리

통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발 및 이용
(현세대 + 미래세대 )

기본이념
산지관리
계획체계

(현세대 중심)

임업생산성 + 산지의 공익기능 + 합리적 임업생산성 + 산림 녹화 + 산사태 등 토지
보전과 이용(산지의 도시적 개발압력 조절) 보호(산림녹화와 토지보호)
국토계획/산림계획/산지관리계획

국토건설총계획/산림건설총계획

토지사유제하에서 토지이용상황(관리목적)에 토지국유제하에서 경사도 등 지형특성과
산지관리의 공간인식

따라 산지공간이 동적으로 변하는 상향식 관리 주체에 따라 산지공간이 고정적으로
관리
입목·죽이 집단으로 생육하는 토지

산지관리

산지의 공간범위

기 때문에 지적도의 지목(임)으로 명시적
관리 중요)

체계

산지의 이용구분 및 조정

관리목적 기준-공익용/임업용/준보전
(10년 단위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수행)

면에 의해 형성된 산야와 그 안에 있는 여
러 이용지(관리 주체에 의해서 토지이용
상황이 변하여도 산지공간은 고정되기 때
문에 암묵적 합의에 의한 관리 가능)
관리 주체 기준 - 임산공업림, 협동농장
림(땔감림), 자체림, (특별)보호림, 자연보
호림구
산림토지 이용허가제도

(타 지목으로 전환)

(임업외 타용도 이용도 산지로 봄)

산림녹화

산림녹화 성공, 이후 산림자원화로 전환

산림 황폐화, 산림복원 계획수립

산림보호

산지관리법 내 공익용 산지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경사가 급변하는 지점에서 시작한 경사사

산지전용허가제도

산지의 타용도 전환체계

산지보전

(산지공간이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변화하

정해지는 하향식 관리

산지로 유지하면서 이용 산지의 일시사용허가, 산림복지단지
산림문화·휴양 시설

자료: 자체 제작.

토지법의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
방풍림, 사방림, 수원함양림 등 보호림
농촌경리(농산물을 비롯하여 축산, 과수
업, 누에치기 따위를 포괄적으로 운영하
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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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사점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공적인 산지관리를 위해서는 북한의 산지지형 및
토지이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한과 비교하여 북한이 가
진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한다면 통일 이후 발생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의 산지관리는 현재 농업적 수요 대응에서 통일 이후 도시용
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남한은 산지에서 농축
산업 확장에 대응하여 1969년 산지이용구분제도가 도입되었고, 도시용지
수요 증가로 인한 구릉지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7년 이후 산지관
리제도가 고도화되었다. 현재 북한은 아직 식량생산 목적의 농업수요에 대
응한 산지관리 단계에 있다.
둘째, 북한의 산지의 공간범위는 경사를 이용하여 암묵적으로 정해지고 있
어 향후 지적도 등을 통한 제도적 관리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현재 남한은
지적도를 이용하여 산지의 공간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관리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산지로 유지하면서 이용하는 것과 타용도 이용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남한은 산지를 임업외 타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산
지전용허가를 통해서 산지에서 제외하는 등 산지의 이용과 타용도 이용을
엄격히 구분한다. 이것은 관리 주체가 아니라 관리대상을 중심으로 관리하
는 방법으로 통합적이고 자연친화적 산지관리 측면에서 이 제도를 통일 이
후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북한의 산지이용구분은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이 이루어
져, 통일 이후에는 관리목적 기준으로 산지이용구분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
다. 관리 주체 기준 산지이용구분은 사회주의체계에 기인한 것인 바, 통일 이
후에는 남한과 같이 관리목적별로 산지이용구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북한의 점적인 산지보호를 선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한은 개별 보호지역 지정의 점적인 산지보호를 넘어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선적 산지보호를 하고 있다.

남북한 산지이용 현황

1. 산지 및 산림면적

1.1. 남한의 산지 및 산림면적
산림과 산지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내용(contents)과 고정된 그릇
(container)의 관계로 시점에 따라 면적의 차이가 난다(손학기 2010: 115).

산림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로 정의되며 소유 주체에
따라 국유림과 민유림(사유림, 공유림)으로 나뉘며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 국
유림(요존국유림, 불요존국유림)과 타 부처 소관 국유림으로 다시 구분된다.
산림면적은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토면적 1,003만 ha의 63.1%인
633만 ha이다(산림청 2016: 22). 소유 주체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국유림
(162만 ha)과 지방공공단체나 개인이 소유한 민유림(472만 ha)으로 구분된

다. 민유림 중 개인이 소유한 산림인 사유림 면적은 415만 ha다.
산지면적은 2015년 기준으로 지적도상 지목이 ‘임’인 토지 면적으로 산
정한다. 이 방법에 따라 산지면적은 국토면적 1,003만 ha의 63.8%인 641만
ha이며, 임업용 330만 ha(51.5%), 공익용 164만 ha(25.6%), 준보전 157만
ha(22.9%)를 차지한다(산림청 2016: 174). 남한의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

지, 준보전산지의 비율은 약 26:51:23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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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남한 산림·산지면적(2015년 기준)
구분
국토면적
합계
소계
요존국유림
불요존국유림
타 부처 소관
합계
소계
민유림
공유림
시·도유림
시·군·구유림
사유림
합계
임업용 산지
보전산지
공익용 산지
준보전산지
합계

국유림

산림면적

산지면적

산림청 소관

면적(ha)
10,029,535
1,617,658
1,471,527
1,437,806
33,721
146,131
4,716,957
467,072
162,826
304,246
4,249,885
6,334,615
3,296,155
1,639,608
1,569,727
6,405,491

비율(%)
25.5
23.2
22.7
0.5
2.3
74.5
7.4
2.6
4.8
67.1
100.0
51.5
25.6
22.9
100.0

자료: 산림청(2016: 42-43, 174). 2016 임업통계연보.

1.2. 북한의 산지 및 산림면적
산림토지의 공간범위는 ‘새로운 토지대장’의 ‘산림지’ 지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토지법｣ 제7조 ‘산림토지’의 공간범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에는 남한의 ｢산지관리법｣의 산지의 정의와 같이 산지를 구분하는 기
준이 따로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경사가 급변하는 지점에서 시작한 경사지
를 산지로 여기고 있다(탈북자 인터뷰). 따라서 도시개발, 개간 등 토지를
이용할 때에는 산이 시작하는 경계까지 개발을 진행한다.
김일성 정권 초기인 60년대를 전후해서 북한의 산림토지 면적은 977만
ha로, 이 중에 목재생산 목적의 임산공업림 면적은 547만 ha(56%)이다(이광원
1997: 181). 수원함양림과 토사방비림을 합한 국토보호림이 303만 ha(31%),
3,500개 리 단위 협동농장에서 다목적으로 관리하는 협동조합림이 39만
ha(4%), 각 군 인민위원회 소관의 각 기업소, 부대, 학교 담당림이 88만
ha(9%)로 나타났다.

남북한 산지이용 현황

35

<표 3-2> 1960년대 북한 산림토지의 이용구분

면적(ha)

임산공업림

국토보호림

협동농장림

담당림

547만 ha

303만 ha

39만 ha

88만 ha

(56%)

(31%)

(4%)

(4%%)

산림토지

977만 ha

총 면적
자료: 이광원(1997: 181).

하지만 1990년 이후 북한의 산림토지 면적 산출은 지형이 아니라 산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초기에 지적에 의해 산림토지 면적이 산출되었다면,
토지의 국유화 이후 지적도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측정하기 쉬운 산림을 이용
하여 산림토지의 면적을 산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산림토지는 2011년 기준
920만 ha로 북한 전체 토지의 74.7%이고(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Environment 2012: 37), 2013년 기준 904만 ha로 북한 토지 1,231만 ha의
73.4%를 차지한다(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2015: 14).
<표 3-3> 토지 이용 변화(1990~2011)
2

단위: km
연도

1990

1993

1996

2002

2005

2011

산림토지

89,455

88,235

88,324

88,285

89,273

92,062

농업토지

20,212

20,698

20,856

20,856

20,421

18,680

산업토지

1,874

1,944

1,974

2,003

2,063

1,844

수역토지

7,041

7,141

7,210

7,210

7,374

7,683

주민지구토지

1,359

1,507

1,557

1,597

1,659

1,595

자료: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Environment(2012: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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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산림·산지면적 변화(1990~2005)
단위: km2
연도

1990

1996

2000

2005

산림토지

89,455

88,324

88,285

89,273

- 목재림

81,333

81,154

75,541

76,432

- 비목재림

4,324

3,769

8,707

8,768

- 비산림토지

3,798

3,402

4,036

4,073

자료: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2012: 14).

김일성 정권 말인 1992년 공포된 산림법 제3조(산림의 분류)에는 산림을
이용 목적에 따라 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목재림, 경제림, 땔나무림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에 의한 산림의 면적은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다. 다만 FAO는 1990년의 산림 구분별 비율이 유지될 때 2010년
의 구분별 면적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자료별로 일관된 면적을 제
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표 3-5> 북한 산림의 구분(1990~2010)
구분

면적(1만 ha)
1990

2000

2005

2010

목재림

544
(66%)

460
(66%)

418
(66%)

376
(66%)

경제림

144
(18%)

121
(18%)

110
(18%)

99
(18%)

땔감림

20
(2%)

17
(2%)

15
(2%)

14
(2%)

보호림

113
(14%)

95
(14%)

87
(14%)

78
(14%)

전체

820
(100%)

693
(100%)

630
(100%)

567
(100%)

자료: FAO(20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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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지형 유형 구분

2.1. 유형 구분방법
전 세계적으로 산악(mountain)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다. 이것은 나라나
문화권마다 산지지형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UNEP는
산악의 국제비교를 위해서 6단계 구분법을 사용하고 있다(Austrian MAB
Commitee (ed.) 2011: 24). 하지만 한반도의 복잡한 지형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복잡한 산악지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
안을 사용한다. 한반도 생물분포 및 생태계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도와
토양침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사면 구분을 각각 XY축으로 교차하여 새
로운 산지지형 구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Y축으로 고도에 의한 산지지형
구분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악의 국제비교를 위해서 제안된 Kapos et
al.(2000)의 방식을 변형하여 사용한다. 이 기준에 따라 일차적으로 300m

이상은 산악과 고원으로, 300m 이하는 평지와 구릉지로 구분하였다. 이차
적으로 300m 이상 산악과 고원을 다시 구분하여 1,500m 이상 III-IV 등급,
1,000~1,500m V 등급, 300~1,000m VI 등급을 고·중·저로 구분한다. 그리고
300m 이하 평지와 구릉지를 0~100m, 100~200m, 200~300m로 나눠 고·

중·저로 구분했다.
X축으로 평지사면/경사지사면은 사면구분 방법 중에서 스케일 종속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Geomorphons 방법을 사용하였다(김동은 외 2012).
Geomorphons의 10가지 패턴 중에서 flat, footslope, valley, pit(or depression)

등 4종류를 평지로, 다른 6종류를 경사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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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산지지형 유형 구분 기준
사면구분

평지사면1)

Kapos 등급/산악구분(고도)
III - IV
V

1,500m 이상
1,000~1,500m

산악

VI

300~1,000m

고원
평지

-

200~300m
100~00m
0~100m

구릉지

고원성

&

산지지형

&

평지

고 고원지
중 고원지
저 고원지
고 평지
중 평지
저 평지

경사지사면2)
산악성
산지지형
구릉성
산지지형

고 산악지
중 산악지
저 산악지
고 구릉지
중 구릉지
저 구릉지

주: 1) Geomorphons의 Flat, Footslope, Valley, Pit, 2) Peak, Ridge, Shoulder, Spur, Slope, Hollow.

2.2. 산지지형 유형별 남북한 면적 비교
남북한 산지지형 면적을 공통기준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SRTM 30m 고도
자료와 위의 산지지형 유형구분 방법을 이용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지로
파악되고 있는 고원성, 산악성, 구릉성 산지지형을 합하여 지형기준 산지로
정의한다. 남한의 지형기준 산지는 국토의 70%인 701만 ha이고, 이는 경사지
위의 타용도 토지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남한의 산지면적 640만 ha보다 크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지형기준 산지는 국토의 81.1%인 994만 ha로
1960년대 산림토지 면적 977만 ha와 유사하다.
<표 3-7> 산지지형 유형별 남북한 면적
남한
구분
1,500m 이상
1,000~1,500m
300~1,000m
소계
200~300m
100~200m
100m 이하
소계
총계
한반도 면적

평지
면적(㎢)
0.5
고
53.2
원
3,605.6
성
3659.3
2,697.9
평 5,573.4
지 21,623.0
29,894.3
33,553.7

%
0.0
0.1
3.6
3.7
2.7
5.6
21.6
29.9
33.6

산
악
성
구
릉
성

북한
경사지
면적(㎢)
29.3
1,346.2
27,734.5
29110
11,550.8
13,984.1
11,798.6
37,333.5
66,443.5

평지
%
면적(㎢)
0.0 고
831.4
1.3
3121.1
원
27.7
6945.3
29 성
10897.8
11.6
2272.6
14.0 평
3703.1
11.8 지
17383.2
37.4
23358.9
66.4
34,256.6
222,782.9

%
0.7
2.5
5.7
8.9
1.9
3.0
14.2
19.1
27.9

산
악
성
구
릉
성

경사지
면적(㎢)
7514.4
16682.5
39354.8
63551.7
7851.0
9471.6
7654.8
24977.4
88,529.1

%
6.1
13.6
32.1
51.8
6.4
7.7
6.2
20.3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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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산지지형 유형 구분도

자료: 자체 제작(SRTM 30m DEM 자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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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지의 토지이용 현황

3.1. 토지피복 자료
산지지형 유형별 산림 및 경사지(산림훼손) 비율을 도출하기 위해서 토
지피복을 조사하였다. 동 시기 남북한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의 토지피복
자료로 Global Landcover 자료9를 이용하였다. Global Landcover는 2010년
을 기준으로 전 세계를 동일한 기준으로 토지피복 분류를 제공한다.
토지피복상 남한의 산림은 559만 ha로 2016년 통계연보의 640만 ha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북한 산림도 731만 ha로 2005년 기준 892만 ha와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 자료는 공간적으로 산림의 유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지지형 유형과 결합 시 산림훼손지의 공간분포를 제공해준다.
<표 3-8> 토지피복도 면적
구분

남한

단위: km2, %
북한

경작지

33,591.7

15.1

34,992.1

15.7

산림

55,923.3

25.1

73,172.0

32.8

초지

4,717.6

2.1

11,574.5

5.2

관목지

51.2

0.0

-

-

습지

117.3

0.1

157.2

0.1

수역

1,640.4

0.7

1,684.4

0.8

개발지

3,747.0

1.7

989.7

0.4

0.1

0.0

1.9

0.0

나지
미분류
합계

466.8

0.2

227.0

0.1

100,255.5

44.9

122,798.8

55.1

자료: 자체 제작(Global Landcover 자료 이용).

9

Global Landcover 토지피복자료는 중국에서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토지피복을
분류하여 제공하는 자료임. 저자는 연초에 접속하여 자료를 받았으나 현재 홈페이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닫힌 상태임. 주소는 <www.globallandcover.co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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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사사면의 산림훼손 현황
북한의 경사사면, 즉 저(低) 산악성 및 구릉성 산지 경작이 남한보다 산
악성은 약 2배, 구릉성은 1.4배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의 산악성 전체
면적 291만 ha 중에 4.5%인 13만 ha가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고, 구릉성 전
체 면적 373만 ha 중에서 27.4%인 102만 ha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산악성 산지 전체 면적 63만 ha 중에 10.9%인 69만 ha가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고, 구릉성 산지 전체 면적 249만 ha 중에 37.2%인 93
만 ha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산악성과 구릉성 산지 등 경사지에서 산림을 제거하고 무리한 경작을 하
는 것은 토양침식과 홍수 등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산림복원의 우
선순위가 높다. 북한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산림훼손지 또는 산림복
원 대상지는 산악성 및 구릉성 산지의 경작지로 활용되는 162만 ha이다.
<표 3-9> 경사사면 산림훼손 면적
단위: km2, %
남한
총면적
고 산악성

북한

경작지 면적
29

비율

경작지
면적

총면적

0

0.0

7,514

173

비율
2.3

중 산악성

1,346

3

0.2

16,683

1,334

8.0

저 산악성

27,735

1,321

4.8

39,355

5,423

13.8

소계

29,110

1,324

4.5

63,552

6,930

10.9

고 구릉성

11,551

1,506

13.0

7,851

1,854

23.6

중 구릉성

13,984

3,258

23.3

9,472

3,229

34.1

저 구릉성

11,799

5,482

46.5

7,655

4,219

55.1

소계

37,334

10,246

27.4

24,977

9,302

37.2

총계

66,444

11,570

32

88,529

16,232

48

자료: 자체 제작(Global Landcover 자료 이용).

42 남북한 산지이용 현황
<그림 3-2> 경사사면 위의 농경지 현황

자료: 자체 제작(SRTM 30m DEM 자료와 Global Landcover 자료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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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시 주변 토지이용 현황
통일 이후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4대 도시의 토지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20km 반경 내에 경작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남한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경사도가 증가하고 산림비율이 높아진다.
반면, 북한의 도시는 도심과 외곽의 경사도 차이가 크지 않고 산림비율 또
한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 주로 낮은 경사도가 대부분인 북한 도시 주변 지
역은 낮은 경사도의 토지를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3> 남북한 4대 도시 주변의 경사도
남한 4대 도시 주변의 경사도

북한 4대 도시 주변의 경사도

18.0

18.0
서울

부산

대구

광주

14.0
12.0
10.0

평양

남포

신의주

개성

16.0

경사도 (°)

경사도 (°)

16.0

14.0
12.0
10.0

8.0

8.0

6.0

6.0

4.0

4.0

2.0

2.0
0.0

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도시 중심으로 부터의 거리구간 (1km 간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도시 중심으로 부터의 거리구간 (1km 간격)

자료: 자체 제작(SRTM 30m DEM 자료 이용).

<그림 3-4> 남북한 4대 도시 주변의 산림면적비
남한 4대 도시 주변의 산림면적비

북한 4대 도시 주변의 산림면적비

90

90
서울

부산

대구

광주

70
60
50
40

남포

신의주

개성

70
60
50
40

30

30

20

20

10

10

0

평양

80

산림면적비(%)

산림면적비 (%)

8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도시 중심으로 부터의 거리구간 (1km 간격)

1

2

3

4

자료: 자체 제작(Global Landcover 자료 중 Forest 항목을 이용).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도시 중심으로 부터의 거리구간 (1km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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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북한 6대 도시 주변 토지피복도(반경 20km)
평양

개성

남포

신의주

원산

나선

자료: 자체 제작(Global Landcover 자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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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철도·도로 인프라 주변 토지이용 현황
지형이 험한 금강산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기존 철도 및 도로 인프라는
평균 10도 수준의 완만한 경사도를 가지고 있다. 탈북자 인터뷰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난과 연료 부족으로 현재 북한의

산림훼손이 심각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식 속에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프라 노선설계는 지형을
따라 노선을 선정하여 최대한 산지지형 훼손이 적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인프라가 지형을 따라 건설되어 통일로 인한 철
도 및 도로 인프라 보수 및 증설이 주변 산림훼손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6> 고속도로 & 철도 주변의 평균 경사도(반경 2km)
고속도로 주변의 평균 경사도

철도 주변의 평균 경사도
16

경사도 (degree)

14
12

호남선철도(남한)

영남선철도(남한)

평라선철도(북한)

평의선철도(북한)

10
8
6
4
2
0
0.2

0.4

0.6

0.8

1

1.2

1.4

1.6

1.8

2

버퍼 거리구간 (0.2km 간격)

자료: 자체 제작(SRTM 30m DEM 자료 이용).

<그림 3-7> 고속도로 & 철도 주변의 산림면적비(반경 2km)
철도 주변의 평균 산림면적비
60

50

50

40
30
20

경부고속도로(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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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부내륙고속도로(남한)
향산고속도로(북한)

산림면적비(%)

산림면적비 (%)

고속도로 주변의 평균 산림면적비
60

호남선철도(남한)
평라선철도(북한)

영남선철도(남한)
평의선철도(북한)

40
30
20
10
0

0
0.2

0.4

0.6

0.8

1

1.2

1.4

1.6

1.8

2

0.2

0.4

버퍼 거리구간 (0.2km 간격)

자료: 자체 제작(Global Landcover 자료 중 Forest 항목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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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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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그린 인프라 주변 토지이용 현황
한반도는 지형의 고도와 경사 외에도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동내 뒷동산
의 작은 산까지 연결되는 특성이 있으며, 연결성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산줄기는 백두대간이다. 백두대간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동식물
이동통로로 산림생물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그린 인프라이다.
백두대간 중심선에서 산자락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사도 변화를 통해서
백두대간은 산체가 2km 이상, 정맥은 2km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남한의 정맥은 경사도가 북한의 정맥보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산체가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남한 산맥이 중심에
서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산림비율이 낮아지는 것에 비해 북한은 일정 수준
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아직 보전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8> 백두대간 주변 분석 지역(반경 2km)
백두대간(북한 구간)

자료: 자체 제작(Base map은 Daum지도를 이용하였음).

백두대간(남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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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백두대간 & 정맥 주변의 경사도(반경 2km)
정맥 주변의 평균 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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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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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 거리구간 (0.2km 간격)

0.6

0.8

1

1.2

1.4

1.6

1.8

2

버퍼 거리구간 (0.2km 간격)

자료: 자체 제작(SRTM 30m DEM 자료 이용).

<그림 3-10> 백두대간과 정맥 주변의 산림면적비(반경 2km)
정맥 주변의 평균 산림면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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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체 제작(Global Landcover 자료 중 Forest 항목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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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지보전 현황

4.1. 남한의 산지보전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산림청에 의해서 관리되지만 지정과 관리는
환경부, 문화재청 등 타 부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특정지역은 관련법의
보호목적에 따라 중첩적으로 관리되기도 한다.
<표 3-10> 남한의 보호지역 지정 현황
구분

관계 법령
소계(국내법)
자연공원법

환
경
부

문
화
재
청

계(km )
21,296.64

육지
연안·해양
15,646.25 5,650.39

국립공원
도립공원

21
30

6,656.25
1,094.69

3,902.54
710.24

2,753.71
384.45

군립공원

27

237.68

233.91

3.77

1
376

26.14
948.60

26.14
948.60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219

11.86

11.86

-

특정도서

9

241.62

241.62

-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23

41.91

41.91

-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22
12

125.36
218.96

125.36
-

218.96

10

252.55

-

252.55

4

1,882.13

933.01

949.12

205

1,107.72

66.49

1,041.23

생태·경관 보전지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환경보전해역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
림
청

자연
공원

2

개소수
1,7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법률
야생생물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

해
양
수
산
부

보호지역 유형

산림보호법

자료: 환경부(2015: 38).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11

456.32

425.92

30.4

명승

109

796.75

780.55

16.2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

1
631

2,750.77
1,499.37

2,750.77
1,499.37

-

생활환경
경관
수원함양

-

0.11
194.12
2,705.52

0.11
194.12
2,705.52

-

재해방지

-

48.21

48.21

-

산림
보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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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북한의 산지보전
북한의 보호목적 산림토지는 60년대 설정된 목재생산 목적의 임산공업
림과 수원함양림 등의 국토보호림이다. 1920년 산림법 제정 이후의 보호목
적 산림토지는 특별보호림과 일반보호림, 목재림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보호지역의 공간적인 범위를 파악할 수 없다. 공간범위를 최대한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간적으로 중첩되는 면적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북
한의 보호지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표 3-11> 북한의 보호지역 지정 현황
IUCN 유형 분류
I

엄격한
자연보호구

II
III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IV

서식지/종보호구

V

경관보호구

VI

자원관리보호구

보호구 이름
오가산, 랑림산, 관모봉 등
백두산, 구원산생물권보호구의 핵심구역
소계
금수산, 칠보산, 묘향산 자연공원 등
천연기념물보호지역
식물보호구
동물보호구
철새(습지, 번식지)보호구
바다새보호구
소계

수

수산자원보호구
식물자원보호구
백두산생물권보호구완충지대
*(구원산생물권보호구완충지대)
소계
계

주: 구원산 생물권보호구 완충지대는 박우일 외(2005: 11)에서 추가.
자료: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Environment(2011: 19).

면적(ha)
4
2

21
127
25
25
24
7
60
26
4
1
(1)

37

63,912
24,247
88,159
167,900
191,157
25,698.2
58,973.4
26,917.5
214.5
111,803.6
223,667
50,690
6,659
36,000
(2,940)
93,349
876,036(재계산)
879,275(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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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한 산지이용 현황의 차이점과 시사점

5.1. 차이점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남한의 산지면적은 2015년 기준 640만 ha
이며, 북한은 1960년 기준 997만 ha로 북한 산지면적이 1.4배 넓다. 하지만
지형기준으로 정의된 산지, 즉 구릉지, 고원, 산악의 면적을 합한 산지는
남한이 701만 ha, 북한이 994만 ha이며, 북한의 994만 ha는 문헌상 면적인
997만 ha와 유사한 면적이다.

산지지형 측면에서 북한은 1,000m 이상 산지가 18.7%로 북한 전체에서
도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면적이 많으며, 남한의 1.3%에 비해 약 14배 많은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표 3-12> 남북한 산지이용 현황의 차이점
항목
산림
산지면적
산지
산지지형
특성

산지의
토지
이용

1,000m 이상 지역
300m 이상 지역
지형기준 산지
경사사면 산지훼손(농업)
도시 주변 산지이용
고속도로·철도
인프라
그린 인프라

산지
보전

보호지역 면적

자료: 자체 제작.

남한
2015년, 633만 ha

북한
2011년, 920만 ha

(남한 국토면적 63%)
2015년, 640만 ha

(북한 국토면적 74.7%)
1960년대, 997만 ha

(남한 국토면적 64%)
(북한 국토면적 80%)
1.3%
18.7%
30%
38%
701만 ha
994만 ha
115만 ha
162만 ha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녹지비율 증가
도심에서 멀어져도 농업적 이용 일정
고속도로 주변은 산림면적비가 낮았지만 중심에서 멀어지면
산림면적비가 일정 수준으로 회복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심에서 멀어짐에도 산림면적비가
산림면적비가 줄어듦(훼손 경향)

일정하게 유지(보전 경향)

2014년 126만 ha, 12.6%

2006년 87만 ha,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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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관리가 부실할 때 자연재해로 쉽게 연결되는 산림훼손 경사사면
면적이 162만 ha이며, 이는 지형기준 산지(995만 ha)의 16%에 해당하고,
이 비율은 남한도 동일하다.
북한의 주요 대도시는 주로 평지에 위치하며, 주변이 평지나 완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도심에서 멀어져도 농경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
만 남한은 도심에서 멀어지면 녹지의 비율이 증가한다. 고속도로나 철도
등의 인프라 주변 산림은 남북이 공통으로 당해 지역은 산림이 없지만
200m만 벗어나면 평균적인 산림의 상태로 회복되었다. 또 남한의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이나 정맥 주변의 산림은 중심에서 벗어나자마자
산림면적비가 낮아지지만 북한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북
한 그린 인프라의 산림이 양호한 상태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보호지역에 대한 공간범위와 산림과의 관계는 알려
져 있지 않다. 다만 지정된 보호지역 대부분이 산(山)이나 해안 등 특정 지
점을 중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남한이 백두대간이나
DMZ 등의 선적 보호체계를 가져가려는 것에 비해 북한은 점적 보호체계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5.2. 시사점
첫째, 지형기준으로 산지의 공간범위가 불분명한 북한 산림토지의 공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지형을 통해서 산지를 평지, 구릉성, 고원성, 산악
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구릉성, 고원성, 산악성을 합한 공간범위를
북한의 산림토지 공간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통일 이후 부처 간 산림토지
공간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300m 이상 평지인 고원 부분은 농지 또는
도시용지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있다.
둘째, 북한은 도심 주변 완만한 평지가 대부분 농업적으로 활발히 이용
되고 있어 통일 이후 도시로의 개발압력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 도시의 반경 20km 지역은 개발이 용이한 평지와 저 구릉지가 위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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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 없고 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도시 확산으로 도시 주변까지
모두 도시화되면 도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산림공익기능을 확보할 수 있
는 산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시 주변 경사지와 산줄기 등
을 이용하여 개발압력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호지역 지정이 필요
하다. 또한 도시 및 주변에 이미 산림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통일 이후 도시
재개발 시 도시 내 최소한의 녹지면적 확보와 광역 및 도시 녹지축 설정 등
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경사사면 중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훼손된 162만 ha 산림토
지는 시급한 산림복원 대상지이다. 산악성과 구릉성 산지 등의 경사지에서
산림훼손을 통한 무리한 경작은 토양침식과 홍수 등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
기 때문에 산림복원의 우선순위가 높다.
넷째, 1,000m 이상 산지는 북한 국토의 18.7%이며 남한의 1.3%에 비해
약 14배 많은 지역으로 현재 남한의 산지관리와 다른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은 1,000m 이상 지역을 대부분 보호지역이나 국립
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통일 시 북한 국토의 18.7%를
이러한 방식으로만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방안 개발이 요구
된다.

4

남한의 산지관리 경험과 통일 대비 계획 검토 제 장

통일 이후 북한 산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세울 때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
하여 남한의 시행착오를 반복하기보다는 남한의 산지관리 경험과 산지를
포괄한 통일 한반도 관련 계획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시
행착오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 일례로 산림황폐화, 산지 난개발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해방 이후 국토개발을 진행하면
서 남한에서 일어난 다양한 경험을 경제구분기별, 부문별로 살펴볼 것이
다. 뒤이어 기존에 수립된 통일 이후 한반도 관련 구상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마지막에 관련 시사점을 끌어내도록 할 것이다.

1. 남한지역 산지관리의 경험

1.1. 해방 이후부터 경제 도약기까지(1945~1969)
1.1.1. 경제·사회 여건 변화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국토환경자원은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다(한국경제
60년사편찬위원회b 2010: 9).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한국전쟁의 발발로 도시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산림과 자연생태계도 황폐해졌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빈곤 때문에 국토환경자원의 훼손이 지속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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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던 수목이 가정용 연료를 위해 남벌되었고, 많은 야생동물이 식량으
로 사라졌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의 사유재산제도를 그대로 도입했고, 농지개혁을
하였다(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a 2010: 3-5). 1948년 7월에 제정된 ｢제헌
헌법｣은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진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였다(한국경
제60년사편찬위원회b 2010: 92). 산지의 경우도 일제의 수탈을 위해 근대
자본주의적인 토지소유권제도 도입 그리고 토지세제의 정비 등으로 사유가
인정되었다(이광원 1996: 47-48). 한편, 1946년 6월 ｢농지개혁법｣ 공포로
유상몰수·유상분배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하여 소득불평등도를 완화하고
이후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정부는 한국전쟁 후 부흥계획(1951), 종합부흥계획(1954) 등 일련의 개
발계획을 추진하였다(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a 2010: 5). 당시 경제개발
의 주된 내용은 저렴한 임금 위주인 경공업 중심으로 수출기반산업을 마련
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토지정책이 마련되었다(정희남 2010:
284;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b 2010: 94). 특히 국토에 있어 전쟁의 폐

허를 복구하는 과정에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이 활용되었는데, 토지구획정
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부담으로 도시개발을 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1.1.2. 국토·환경 여건 변화
농업용지 부족으로 산지 개간 압력이 증가하였다. 1960년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는 기존 도시 안에 지정된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일어
났다(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b 2010: 96).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화에 부
응하기 위하여 추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역시 대부분 도시지역 안에서 추
진되었다. 이 당시만 해도 산지에 대한 직접적인 도시용지 개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도시개발로 발생한 농지 부족과 낮은 농업 생
산성은 식량안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농지를 시급하게 확보
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김정부 외 1995: 52-53). 따라서 산지를 농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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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하려는 개간사업이 이 시기에 중요한 사업이었으며, 1962년 제정된 ｢개간
촉진법｣으로 전국 각지에 산지를 개간한 농장이 생겨났다.
이 당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정도는 매우 미미하였다(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b 2010: 524-525).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되고 산업
단지가 개발되면서 공업화·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산업화의 진
전과 함께 인구의 대도시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도시화도 진전되었으며, 환
경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환경오염 공장이 자리잡은 특정 지
역, 예컨대 울산·여천·광양의 해안 및 강가에 중금속이 포함된 산업폐수가
배출되면서 공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단이 조성되고 있었지만, 오염물질
의 배출에 대한 대책이나 환경보전 기능은 거의 고려되지 못한 것이다.
1963년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후속입법이 미비하여 사문화되었다.

1.1.3. 산지관리 경험
광복 이후 산림청 설립 이전까지 여러 산림녹화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국가기록원a 2016). 한국전쟁 발발 이후 모든 산림정
책이 마비되었지만, 1951년 제정된 ｢산림보호임시조치법｣으로 산림정책이
다시 시작되었다. 휴전 후 여러 황폐지 복구사업이 추진되었다. 1955년 민유
림 조성사업과 사방사업에 관한 19개년 계획, 1959년 사방사업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미흡한 적지선정과 지도훈련으로 많은 사업지가 실패했
다. 한편, 1957년에 시작한 연료림 조성사업을 가속화하고자 1959년 ‘연료
림조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전국적으로 연료림 조성을 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계획 수립과 더불어 새로운 산림제도가 도입되었다
(국가기록원a 2016; 이경준 외 2015: 191). 1961년 산림 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인 ｢산림법｣이 제정되었으며, 1967년에는 산림국이 농림부의 부서에서
독립하여 산림청이 설립되었다. ‘치산7개년계획’에 따라 연료림 조성과 화
전정리 사업이 추진되었다. 화전정리 사업은 산림황폐화의 원인이 되는 요
인을 미리 없애기 위한 정책이었다. 화전민이 농가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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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성 증강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해 1962년 만들어진 개간촉진법의
농지확장 정책은 농지와 산지 상호 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박영규 외
2005: 7). 이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농경지를 조성하고자 임야를

개간할 경우 산림법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1969년부터 산지이용
구분조사를 실시하여 산지를 절대임지와 상대임지로 구분할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하였다. 여기서 절대임지는 성림지·미입목지·황폐지·제지 등 산림
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역을 말하고, 상대임지는 농경지로 이용 가능한
임지로서 경작가능지·목야가능지·상전 및 초지가능지로서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농업용지 확보 및 초지개발 확충에 목적을 둔 지역을 의미한다.
한편, 종전에 보안림의 지정목적은 단순히 임산물 채취금지 및 보호였지만
1961년 이후 다양한 산림공익기능을 인식하여 보안림을 개편하였다(이경준

외 2015: 31-32). 이때 도입된 보안림으로는 토사의 유출 방지, 비사의 방비,
수해·풍해·조해·설해 등의 방비, 수원의 함양, 어류의 증식, 공중의 보건,
명소·고적·기타 풍치의 보존, 낙석 및 화재의 방비 등이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1.2. 중화학공업 육성기(1970~1979)
1.2.1. 경제·사회 여건 변화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자 경공업 위주에서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 투
자가 개편되었다(정희남 2010:287; 정희남·박기풍 2015:115; 한국경제60년
사편찬위원회a 2010: 11-36). 1962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
심의 산업구조는 자본축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1970년대 고정환
율제의 국제금융시장이 갑작스레 붕괴하자,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중요한
외국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1970년대에 급변하던 국제정치 변화
로 한국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경제·정치
적 위기를 유신체제와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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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국토·환경 여건 변화
계획적인 국토관리체계가 시작되었으며, 산지개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b 2010: 98-99). 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전국에 걸쳐 진전되었다.
이에 도시지역뿐 아니라 비도시지역의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급선무로 대두하였다.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1972~1981)이 본격
적으로 추진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을 1973년에 제정하였고, 산지는 애초
농지이용 가능지에서 도시용지 개발 가능지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국가 경제개발정책 추진에 따라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와 배후 도시가
개발되었다(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b 2010: 99-100). 자본 집약적인 중
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울산, 포항, 마산
등 중화학공업단지가 동남 해안권에 형성되었다. 중화학공업의 원활한 활
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도 활발하게 이
루어졌다. 중화학공업의 거점개발전략은 수도권과 동남 해안권 일부 지역
에 공업시설 및 인구를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도시와 산업단지의 과밀화로 환경문제가 심화하였는데, 대기오염, 토
양오염, 폐기물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b
2010: 525-527).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1963년의 공해방지법을 1971년에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아 유
명무실화되었다. 다만,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환경정책들이 시행되었는데,
하나는 1971년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할 때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제도
이며, 다른 하나는 1971년 ｢공해방지법｣ 개정 및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
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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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산지관리 경험
정부는 1973년에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여 산림정책 권한을 올리고
자 하였다(이경준 외 2015: 191-192). 조직 개편을 통해 산림청은 내무부의
전국 지방 행정조직을 활용하고 지방 재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
며, 경찰력을 활용하여 산림 사범을 직접 다스리고 새마을운동조직을 통해
국민 식수를 이끌 수 있었다.
또한, 산림청은 제1차 치산녹화계획으로 산림녹화 토대를 마련하였다(이
경준 외 2015: 107-144).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은 애초 1973~82년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속성수 위주의 대단지 경제림 조성, 연료림 조성, 의
무조림 시행, 검목책임제 도입, 민간 산림조직 양성, 산림기술 투자 등의
정책을 폈다.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은 4년을 앞당겨 6년 만에 조기
종결하였으며, 조림면적과 조림본수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화전의 정
리와 화전민의 생활 안정대책도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이 시기에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산림보호가 시작되었고, 휴경지 조림계
획이 시행되었다(손학기 외 2012: 38-39). 사방사업을 통해 훼손된 산지가
어느 정도 복구되면서 개간과 토석 채취를 제한하는 등 산지의 다양한 생
태적 측면을 고려하게 되었다. 애초 식량안보를 위해 산지를 개간하였지만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영농 조건 악화 등의 이유로 개간된 농지가 방

치되어 휴경지를 산림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74년 산림법을
개정하여 휴경지에 대한 전국 일제 조사를 시행하고 장기적인 휴경지 조림
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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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제 안정화 추진기(1980~1989)
1.3.1. 경제·사회 여건 변화
1970년대에 누적된 거시경제 불균형으로 경제성장이 더뎌지자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a 2010:
36-54). 1970년대 연평균 9%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거시 경제적 불균형의

심화로 1980년 처음으로 경제성장이 음(-)을 기록했다. 이에 1980년에 집권한
신정부는 ‘안정·자율·개방’을 정책 기조로 삼고 강력한 안정화 정책을 펼
쳤다. 특히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조정과 산업합리화가 이루어졌다. 1970년
대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투자로 투자 효율 저하 및 채산성 악화, 경공업
및 서비스 부문의 투자제약 등 투자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1979년
부터 198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전설비·자동차·건설중장비 등 3개 핵심
부문에 중화학공업의 투자조정을 시행하였다.

1.3.2. 국토·환경 여건 변화
경제발전의 한 방법으로 내수활성화를 위해 민간 부문이 건설 사업에 참
여하도록 촉진하였다(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b 2010: 101-105). 1980년
대 초 우리의 당면과제는 경제회복이었으며 이를 위해 고용증진과 경기부
양에 효과가 있는 대규모 토지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1980년대의 토
지정책은, 토지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토지의 수요와 공급 간 차이에 있
다는 인식에 따라 도시용지 공급을 확대하면서 토지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
는 양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공영개발에 의한 대규모의 택지공급과 200만
호 주택건설을 위해 5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에 포
함된 산지가 대규모로 도시용지로 전용되었다. 이 시기의 산지 감소는 다
목적댐 건설에 의한 자연적 수몰, 초지개발, 택지 및 산업단지 등 도시용지
개발, 그리고 기반시설용지 개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산업구조 다원화로 환경문제가 다원화되었다(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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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12-515). 산업 및 생활폐기물 배출이 급증하고, 하천의 수질 상태가

악화하였으며, 산성비 출현 등 대기의 오염 정도도 심화하였다. 이에 국민
은 환경오염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으며 정부 역시 70년대까지 추진된
거점개발방식 다양한 환경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펼쳤으나 효과는 미미
하였다(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b 2010: 527-530). 1980년 제5공화국 헌
법 제33조에서 처음으로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1980년에 환경청을 설치하였다. 이어 1981년에 ｢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원인자부담(배출부담금)제도 도입, 환경오염방지
기금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1986년에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민
간사업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자연 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
국자연환경조사(1986~1990)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낙동강하구 철
새도래지, 지리산 극상 원시림, 대암산 고층습원 등 3개 지역을 자연생태
계보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개발계획과 보전계획은 서로
융화되지 않았으며 보전과 개발 사이에 개발 우선의 불균형이 지속하였다.

1.3.3. 산지관리 경험
1980년대에 들어서자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토지수요 충당과 농·

축산 분야, 특히 초지를 확대하기 위한 산지개발 압력이 거세졌다(박영규
외 2005: 9). 초지확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 가능한 산지와 아니한
산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대응으로 우선 ｢산림법｣ 개정으로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임지를 구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지이용구분
조사계획(1981~1985)에 따라 산지를 공익목적과 용재생산을 위한 보전임
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였다. 산지이용구분조사계획에 따라 산지이용기
본도를 작성하였고 산지이용구분체계에 따라 보전임지는 절대 보전하여
임업경영과 공익 목적 용지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보전임지를 전
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제2차 치산녹화계획을 통해 산림녹화 완료가 선언되었다(이경준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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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78). 이 시기에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에 따라 산지는 녹지공간

에서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적 공간으로 점차 전환되었다. 특히 경제 수종
의 대단지 조성, 국민 조림체계 정착, 지역적 완결조림 등을 통해 산지자원
화를 지향하였다. 해외에서 임지를 확보하여 장기적 및 안정적으로 외국산
목재를 도입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신품종 개량, 병
충해 방제법 개발, 임업의 기계화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도 애초 목표보다 1년을 앞당겨 9년 만에 조기 종결
하였으며, 제2차 치산녹화계획이 종료되면서 산림청은 내무부 산하에서 다시
농림수산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산림 이용 측면에서 국유림 내 휴양림이 최초로 조성(1988)되는 등 산림
을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이경준 외 2015: 404-405). 목재생산
을 위한 임도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임도개설이 활발히 진행되
자 임도를 통한 일반인의 산지 접근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 결과 80년대
들면서 휴양·위락적 측면에서 공익적인 산지의 가치가 많이 증가하기 시작
하였으며 대관령에 최초로 휴양림이 조성되었다.

1.4. 시장경제전환기(1990~1999)
1.4.1. 경제·사회 여건 변화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내수확대정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다(한국경
제60년사편찬위원회a 2010: 123-124). 정부는 주택 200만호와 사회간접자
본시설 건설을 비롯한 내수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경제
성장세 유지에 도움이 되었으나 경상수지 악화와 물가상승 압력 가중이라
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한편 1997년 무차별적 자금인출로 외환 보유액이
고갈되었으며 한국은행의 환율방어 능력이 무력화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
하였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화 및 재정 긴축, 기업·금융·공공부문
구조개혁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다(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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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1).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리우선언과 의제21(Agenda
21)은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이 국내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국제적인 의제에

공동 대응하는 과제임이 선언되었다.

1.4.2. 국토·환경 여건 변화
정부는 수요제한에서 공급확대로 토지정책 기조를 변경하였다(정희남
외 2009: 3-4;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b 2010: 105-107). 제3차 국토건
설종합계획(1992~2001)에서 토지정책의 기조가 수요조절에서 공급확대로
기울면서 산지와 도시 주변 구릉지의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본
계획은 국토이용의 효율과 균형을 강조하되 산지개발을 촉진하는 데 더 많
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국토이용계획 체계가 개편되었다. 1990년대 초에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택지·산업용지·공공시설용지 등 도시용지 수요가 급증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도시용지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 토지개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1993년에 ｢국토이용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국토이용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준농림지역을 도입하자 개발 가능지가 크게 늘었으며, 산지와
도시 주변 구릉지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준농림지역을 지정하고 개발이 가
능한 지역에서 토지이용규제를 크게 완화하자, 몇 년 뒤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에서 국토의 난개발이 사회문제화되었다.
이 시기에 경제 성장으로 누적된 환경오염이 대규모로 발생하였다(한국
경제60년사편찬위원회b 2010: 515-518). 7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와 80년
대 자동차 보급 등 새로운 소비문화가 조성되면서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1991), 낙동강 상수원 오염사고(1994) 등 90년대 초에 이미 환경문제는 커

다란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이는 경제는 발전하였지만, 쓰레기 매립지,
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초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투자가 크게 부족
한 데 기인하였다.
환경문제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친환경 경제발전을 촉진하였고, 환경관리
효율화를 추구하였다(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b 2010: 530-534). 우선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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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키고 환경원년을 선포하였다. 또한 ｢환경

정책기본법｣(1990) 등 관련 법제를 재정비하고 환경오염 사전예방 원칙과
함께 오염자부담원칙, 환경영향평가제도 실행, 주민의견수렴 원칙 등을 도
입하였다. 건설부·보사부에 흩어져 있던 수질 관련 기능도 환경처로 이관
하여 환경관리기능을 일원화하였다. 1991년 폐기물예치금제도, 1992년 환
경개선부담금제도, 1993년 폐기물부담금제도, 그리고 1995년에 쓰레기종
량제를 도입 및 시행하였다.
초기 환경정책은 주로 환경오염의 방지 및 제거에 정책의 초점을 두었으나
전국자연환경조사를 계기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야생동식물
보호종을 지정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1991년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으며, 자연환경 보호를 보강하기 위하여 ｢독도

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1997)과 ｢습지보전법｣(1999)을 별
도로 제정하였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기능을 사전에 강화할 수 있도록 환
경정책기본법에서 분리하여 ｢환경영향평가법｣(1993)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1.4.3. 산지관리 경험
1990년대에 들어서 도시화·산업화가 급진전되면서 산지에 대한 수요가

과거 농업용 토지수요에서 택지·산업용지·골프장·스키장 등 다양화·복잡화
되었다(박영규 외 2005: 15-16). 이러한 복잡다기한 산지이용 수요에 대처
하기에는 기존 경사도·입목본도 등 물리적 기준에 따라 구분된 산지이용구
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1994년 ｢산림법｣을 개정하여 기존 물
리적 기준에 의한 모순을 해소하고자 생산 및 공익 등의 용도별 기준에 따
라 생산임지, 공익임지, 준보전임지로 산지이용체계를 개편하였다. 크게는
종전의 보전임지를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세분화하였으며, 생산임지는 주
로 목재생산 등 경제림 조림을 지원하고, 공익임지는 산림환경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환경림 조성이 필요한 산지로 지정되었다. 준보전임지는
생산·공익임지 이외의 산지로 국가 및 지자체의 산지이용수요를 대부분 수
용하였다. 구분 기준 마련에 따라 보전임지가 준보전임지로만 전용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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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전용 허가제도를 손질했으며, 준보전임지의 산림형질변경 허가제
도가 마련되었다. 한편, 산지 이용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보전임지로 지정한 경우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
정하고, 준보전임지로 지정한 경우 준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한 것으
로 보도록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였다.
산림녹화에서 산림 자원화로 산림조성 기조가 변경되었다(국가기록원c
2016). 치산녹화 1·2차 계획에서 산림녹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

하였고, 이를 자원화하여 산지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에 따라 산림 자원화가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1988~1997)에서는 산지에서의
소득개발과 공익기능 증진을 추진하였다. 세부적으로, 1990년 ｢산림법｣을
개정하여 임업진흥촉진지역을 도입하였으며, 1994년에는 보전임지를 생산
임지와 공익임지로 새롭게 구분하여 생산임지가 목재생산 등 경제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림육성단지지정(1999) 등을 통하여 심는 정책
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임업 기조를 변경하였다. 또한 산림경영의 생산성
증진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임도의 양적 확대 및 구조개선이 본격화되었다.

1.5.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2000~현재)
1.5.1. 경제·사회 여건 변화
외환위기 수습 이후 한국 경제는 다시 성장을 이어갔다(김홍달 외 2014:
9-30). 2000년대 들어 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 성장, 수출규모 확대, 자본

시장 성장 등 양적 성장을 보였다. 또한, 제조업 규모가 증가했고 산업경쟁
력이 상승하며 제조업이 성장세를 보였다. 거시 재정건전성도 개선되었는
데, 양호한 재정건전성 유지, 경상수지 흑자구조 정착, 외환보유액 확충 등
이 그 요인이었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도 건전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도 발생하
게 되었다(김홍달 외 2014: 31-142). 우선, 경제의 취약성으로 경제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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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하게 둔화되었다는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지지만,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하락세가 크
게 나타나고 있다. 급속한 성장 둔화와 더불어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도 취약성으로 나타난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 경기 변동 위험이 커
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낙후된 서비스 산업 등도
한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제시된다.
한편, 경제 성장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국가적 관심이
증대되었다(환경부 2016: 4-30). 교토의정서가 1997년에 채택되고 2005년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협약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미국 등 많은 국가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지속가능 여부가 불확실해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한편, 2015년에 신기후체제의 기반이 되는 파리
협정이 채택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다시 확대되었다.

1.5.2. 국토·환경 여건 변화
2000년대에 들어 국토이용체계의 부작용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한국

경제60년사편찬위원회b 2010: 108-109). 1990년대 세계화를 지향한 규제
완화는 준농림지역 등에서 난개발과 환경 훼손을 초래하였다. 특히, 90년
대 말에 무질서한 산지 및 구릉지개발로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재해가 발생
하는 등 산지의 난개발 폐해가 가시화되었다. 용인시의 경우 1992년~2000년
까지 전체 녹지가 512㎢에서 483㎢로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 용인시 전체
녹지의 5.7%가 8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Jung, Heanam 2007). 이를 계기로
임야를 중심으로 산림경영을 강조하던 것이 산지를 중심으로 환경 가치를
강조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2000년대 초 외환위기가 극복되면서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채미옥 외 2006: 55-58). 난개발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2002년 2월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국토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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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폐지되었다.
이 시기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삶의 질
적 향상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였다(손학기 외 2012: 48-51). 새로운
국민적 요구에 맞추고자 ｢환경보건법(2008)｣이 제정되었다. 또한, 토지, 사
회경제, 환경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지와 보존지를 구분할 수
있는 토지적성평가제도(2002)도 도입되었다.

1.5.3. 산지관리 경험
산림청은 2000년대에 들어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
이용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산림을 넘어 산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손학기 외 2012: 121). 이에 산림법에서
산지관리부문을 떼어내 2002년에 ｢산지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하게 되었다.
｢산지관리법｣은 종전의 임지 개념에서 벗어나 산지라는 용어와 개념이 대

체되었으며,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로 구
분하였다(권순덕 외 2012: 14). 본 법에서는 체계적으로 산지를 관리하고자
보전임지전용과 산림형질변경 허가제로 이원화되었던 제도를 산지전용허가
제도로 일원화하였다(김정순 외 2008: 19). 또한 10년마다 시행하던 산지이
용구분 타당성 조사는 2009년부터 산지특성평가제도로 대체되었다(권순덕
2013: 108). 더불어 소규모 석산 개발에서 채석 단지화를 유도하고 토석채

취제한지역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채석장 등의 훼손지는 중간복구
등의 방식으로 경관복원 및 재해방지를 적시에 조치하도록 하였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관심 증대에 따라 산림청은 2005년에 산림부문
탄소흡수원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산림청a 2005). 본 계획은 산림경
영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공동 협력 사업으로 탄소흡수 기반을 확보하는 것에 목
표를 두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 확대, 신규 조림, 도시
숲 및 가로수 조성 확대 등의 추진대책을 세웠다. 이 계획은 이후 2012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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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선적 보호 개념을 도입하였고(산림청b 2005), 산림보호제도가
체계화되었다. 2000년대 초 백두대간은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무
분별한 개발로 상당 부분이 단절 또는 훼손된 상태였다. 훼손된 백두대간을
보호하고자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는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점적인 보호를 넘어 백두대간이라는
선적인 대상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보호법(2010)｣
제정으로 산림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다.
휴양 목적의 산지 이용 증가에 따른 산림정책이 수립되었다(산림청 2013).
소득 및 여가시간 확대로 숲을 이용하는 인원이 급증하였고, 이용 목적도
다양화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복지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2013년 산림복지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이런 정책 수요에
대응코자 하였으며, 2016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인 지원이 마련되었다.

자료: 자체 제작.

산지(산림)
이용

산지(산림)
보호

산림녹화
자원화

산지(산림)
관리

여건
변화

국토
환경

경제
사회
여건
변화
경공업 위주의 수출위
주 공업 조성 정책

- 산림보호임시조치법, 치산7개년
계획 수립, 연료림조성 등

초기적인 녹화 정책을 펼쳤으나
효과는 미미함

- 농림부에서 내무부로 산
림청 이관(`73)

산림정책권한 상승

- 환경보전법 제정(`77)

기초적 환경오염 대응

- 공업시설 및 인구집중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환
경오염의 심화

산지를 농지가능지에
서 도지용지 개발가능
지로 산지인식변화
- 국토이용관리법(`73)

- 대규모 토지개발로 대
도시 지역의 토지시장
과열과 환경파괴 발생
- 개발제한구역제도(`71)

- 보안림 개편(`61)

- 사방사업법(`62)

홍수 등 자연재해방지

산림의 공익기능 보호

- 산지이용구분조사(`69)
- 산지로 전용하는 행위

- 제1차 치산녹화계획
(`73~`78)
- 영일지구 사방사업

집단황폐지 및 황폐계
류복구

- 휴경지조림계획

방치된 개간농지를 산
림으로 조성

(`73~`78)
- 속성수 위조 조림

전국토의 속성녹화
- 제1차 치산녹화계획

-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91) 등

- 국유림 내 휴양림 조성(`88)

산림의 다목적 이용

- 경제수종 대단지 조성, 국
민조림체계 정착, 지역적
환경조림 등

산지자원화 추진

- 경제림육성단지지정(`99)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임업기조 변
경

- 경제림 조성
- 육림사업 시행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

국토 녹화 완성
- 제2차 치산녹화계획
(`79~`87)

- 산림법 개정(`94)
- 준보전임지의 산림형질
변경 허가

보전임지를 생산임지,
공익임지로 세분

- 환경부 승격(`94)
- 각종 보호 법안 제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93)

친환경 경제발전 촉진
및 환경관리 효율화

각종 오염사고 발생

-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93)
- 준도시·준농림지역 도입
으로 개발가능지 확대
- 산지와 도시주변 구릉지
개발 본격화
- 규제완화로 난개발 초래

국토이용계획체제개편

수요제한에서 공급확대
로 토지정책 변경

- 리우선언
- 교토의정서(`97)

세계적 환경문제 대두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16)

- 산림보호법 제정(`10)

녹색복지 등 휴양목적 산지수요 증가

산림보호제도 체계적 정비

선적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05)

- 탄소흡수원 확충기본계획(`06)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12)

기후변화대응

생태적 산지전용
- 산지관리법 별도 제정(`02) - 민통선산지법(`11)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 산지일시사용제도 도입
산지), 준보전산지로 구분 - 산지관리법 개정(`10)
- 토석채취제한지역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13)
- 산지전용허가·신고제

- 지속가능발전개념 도입
-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국
민적 수요 증가
- 환경보건법 제정(`08)
- 도시환경 평가지표 개발 등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02)
- 준농림·준도시지역 폐지

선계획-후개발 체계 도입

국토이용체계 부작용 가시화
(난개발 폐해)

- 구조개혁
- 선진형 시장경제시스템 정착

2010
경제위기 극복 및 구조조정기

산지의 계획적 이용

2000

- 산림법 개정(`80)
- 산지이용구분조사계획
(`81~`85)
- 보전임지전용, 준보전임
지 산림훼손 허가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구분

환경청 설치(`80)
환경보전법 개정(`81)

- 산업규모 및 인구 증가
로 폐기물 증가
- 수질악화 및 대기오염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환경문제의 다원화

-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추
진(공공택지 개발사업,
생활기반시설 확충, 휴
양·위락·문화시설확충
등)
-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에
포함된 산지가 대규모로
도시용지로 전용(5개 신
도시)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
간 부문 건설 사업 참
여 촉진

대규모 중화학공업단
지 조성과 이에 따른
도시개발 추진

대체연료 도입 정책

- 건설 등 내수확대정책
- 외환위기

시장경제 전환

1990

- 거시경제 안정화
-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 산업합리화

경제안정화 추진기

1980

- 중화학공업 집중육성

절대임지, 상대임지 구분 화전정리사업 완성

- 산림법 제정(`61)
- 산림청 설립(`67)

본격적인 산림관리조
직 구성

경제발전의 기반 확충과 환경문제의 태동

- 기존 도시에 공업지역
조성
- 도시주변 농업용지를
공장부지로 이용
- 농업용지 부족으로 식
량안보 이슈 발생
- 산지 대상으로 농지개
간 추진(개간촉진법)

- 수출진흥
- 정부주도 경공업화

전후복구와 국토개발
- 전쟁으로 상당한 국토 피
해(산림황폐화)
- 공공시설 복구사업 위주
-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유재산제도 확립
- 농지개혁

중화학공업육성기

1970

경제도약기

1960

해방 및 전후복구기

1950

68 남한의 산지관리 경험과 통일 대비 계획 검토
<그림 4-1> 남한지역 산지관리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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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 대비 한반도 국토공간관리의 방향

2.1. 한반도 국토 및 도시개발 방향
2.1.1. 국토 및 도시개발의 기본방향
남북한을 포함한 통일 한반도 국토개발의 기본방향은 국토 분야의 대표
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이상준 외 2009).
한반도 국토발전의 비전은 국제 경쟁력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교류와 융합
을 선도하는 ‘네트워크 허브 코리아(Network Hub Korea)’이다. 이 비전 실
현을 위해 외적연계를 강조하는 네트워크(Network)와 역량 강화를 추구하
는 허브(Hub)를 양대 축으로 하여 3대 국토발전 전략과 7대 추진과제를 제
시했다.
<표 4-1> 한반도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와 7대 추진과제
국토전략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남북한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남북한의 국제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추진과제
1. 세계도시(World Class Cities) 육성
2. ‘녹색 한반도’의 구축
3. 남북 간의 산업 및 인프라 연계(belt)
4. 남북공유거점지대 조성(경기만권 및 주요 거점)
5. 교류거점 도시(Interface Cities) 및 도시연계 (Inter-City Network) 확대
6. 동북아 통합교통망 구축
7. 동북아 환경협력체 구축

자료: 이상준 외(2009: 108).

협력을 통한 북한의 국토개발 기본방향은 통합성·경쟁력 강화·공동발전의
3가지로 요약되며, 구제적인 협력 과제는 3가지 북한 국토의 문제점과 핵심

과제를 통해서 도출된다(이상준 외 2014: 35). 첫째, 낮은 도시화·낮은 주거
수준·노후시가지 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재생 및 개발 필요성부문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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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북한의 주거환경 개선 관련 개발협력 수행,
②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반도 차원의 동북아 도시 육성 관련 개

발협력 수행, ③ 동북아의 공동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초국경 도시 개발협
력 수행 등 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낮은 인프라 수준 해소를 위한
인프라의 연결 및 확대 부문에 있어서는 ① 국토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경
의선 축/경원선 축 인프라 연결 및 개발 관련 개발협력 수행, ②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반도 서부 축/동부 축 인프라 회랑 구축 관련 개발
협력 수행, ③ 동북아의 공동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해양-대륙연계 복합인
프라네트워크 구축 관련 개발협력 수행 등 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산림 황폐화 및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부문에 있어서
는 ① 국토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남북접경 및 하천유역 중심의 산림·하천
종합관리 관련 개발협력 수행, ②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백두대간
축과 DMZ 축의 세계적인 생태벨트 구축 관련 개발협력 수행, ③ 동북아
의 공동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압록강-두만강 유역 환경 공동관리 관련 개
발협력 수행 등 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4-2> 북한의 국토개발을 위한 협력과제
국토개발을 위한 협력의 기본방향
국토문제점

낮은 도시화
낮은 주거 수준
노후시가지

핵심과제

도시의 재생 및
개발

국토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를
개발 협력
위한 개발협력
북한의 주거환경 개선
(적정주거공급기술개발/시범
재개발사업추진)

한반도 차원의
동북아 도시 육성

낮은 인프라

인프라의 연결 및

경의선축/경원선축 인프라

한반도 서부 축/동부 축

수준

확대

연결 및 개발

인프라 회랑 구축

산림 황폐화

지속가능한

재해위험

국토관리

자료: 이상준 외(2014: 35).

남북접경 및 하천유역
중심의 산림·하천
종합관리

동북아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초국경도시개발

해양-대륙연계
복합인프라네트워크
구축

백두대간 축과 DMZ 축의

압록강-두만강 유역

세계적인 생태벨트 구축

환경 공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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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국토개발 공간구상
앞 절의 통일 한반도 국토개발 기본방향인 ‘네크워크 허브 코리아’는 동
북아의 핵심 경제 도시·지역 간 경제·사회적 연계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남북한 간선 교통망의 정비·통합을 통한 한반도 초고속 간선
교통망 연계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동아시아에서 모범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등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이상준 외
2009: 135-140).

먼저 동북아 지역 간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입
지를 활용하여 한반도가 동북아 통합 교통물류체계의 핵심거점 임무를 수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 통합 교통·물류체계는 한·중·일의 핵심 경
제 지역 간 연계구조와 동북아 차원에 형성된 간선 교통물류망 체계를 고
려하여 동북아 역내 순환 교통·물류체계, 동북아 역외 순환 교통·물류체계,
한반도 내부 순환망체계로 구성된다. 동북아 역내 순환 교통·물류체계는
‘∞’자형으로, 제1순환망은 서울-선양·다롄-베이징-상하이, 제2순환망은 서

울-나진·청진-도쿄-규슈 연계 구조를 형성한다. 동북아 역외 순환 교통·물
류체계는 ‘∞’자형 동북아 역내 순환 교통·물류체계와 남북으로 외접하는
2개의 대형 순환체계를 형성하여 동북아·EU·러시아 연계 대륙교통망 및

동북아·동아시아·호주 연계 물류망에 대응한다. 한반도 내부순환망체계는
핵심거점 6개 노드(서울 중심 인천·황해경제권-평양·남포권-원산·함흥권동해(금강산)경제권-부산·울산권-새만금·목포)를 한반도 초고속 간선 교통
망과 연계된 고속도로망을 이용하여 구성한다.
다음으로 남북한 간선 교통망의 정비·통합을 통한 한반도 초고속 간선
교통망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반도 초고속 간선 교통망은 한반도의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킹을 통해 남북한의 경제·사회적 통합과 한반도
및 동북아 교류·연계의 기반을 제공한다. 한반도 초고속 간선 교통망은 남
한에 구축된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를 활용하고 북한의 핵심 교류 거점 간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국토공간을 기준으로 서해 축(경인축)-경원·
동해 축-경부 축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한반도 초고속 간선 교통망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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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 서해 축(신의주-평양·남포-서울·인천-세종-새만금·군산-광주·목포), 경
원·동해 축(나진·선봉-청진-함흥·원산-서울), 경부 축(서울-대전-대구-울산·
부산) 등이다. 한반도 초고속 간선 교통망의 구성 중에서 서해 축은 남북한
경제·사회 중심지인 서울과 평양 간의 연계 및 대중국 교류거점 도시의 교
류강화, 그리고 남북한 산업클러스터 간의 연계 측면에서 우선 복원·구축
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에서 모범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가져야 한다. 한반
도는 압록강, 두만강에서 대륙과 분리되고 백두산에서 대륙과 연결되는 반
도 국가로 이 접경지역의 환경관리가 대륙과의 교류협력에 중요하다.
<그림 4-2> 국토개발 공간구상
동북아 통합 교통·물류체계 구조

자료: 이상준 외(2009: 155).

한반도 초고속 간선 교통망 구축 개념

자료: 이상준 외(2009: 137).

미래 한반도의 생태축

자료: 국토교통부(2011:62).

2.1.3. 개발협력 공간구상
북한의 국토개발은 남북협력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다. 국토분야 남북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낙후되고 황폐화된 국토에서 남북이 연결
되어 대륙과 해양이 연결되는 온전한 반도로서의 모습을 갖게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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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된다(이상준 외 2012: 99-100). 북한의 개발은 단순히 어느 한 부분만
을 개선한다고 해결될 수가 없으므로 도로 개보수, 산업단지 건설 등 개별
사업보다 특정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특구, 인프라개발 등이 연계된 프로그
램화된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하다(이상준 외 2009: 113-116). 남북 개발협
력은 중장기적으로 남북 간의 물리적 연결망을 확충하고 남포와 원산 등
북한 내에서 경제특구와 같은 개방거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는 북한의 핵심 개발축이라 할 수 있는 서해안 축과 동해안 축을 따라 산
업화와 인프라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4-3> 북한의 장기 국토발전 전망

자료: 이상준 외(20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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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반도 국토환경관리의 방향
2.2.1. 국토환경관리의 기본방향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국토환경관리 기본방향은 환경 분야의 대표기관
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행한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국토
환경관리의 기본방향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행한 변병설·윤갑
식(2001)의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 방안｣에서 한반도 국토환경
관리의 5대 원칙과 3대 기본목표를 제시한다.10
교류협력 부분을 제외할 경우 한반도 국토환경관리의 원칙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사전예방의 원칙으로, 국토환경은 일단 훼손되면 복원에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후대책보다 사전예방에 정책의 우선순위
를 둔다. 둘째는 형평의 원칙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불균형 및 지역
격차를 완화한다. 마지막은 자원 절감 및 순환의 원칙으로, 자원 절감 및
재생자원의 활용을 추구하는 자원순환형 산업·경제사회를 추구한다.
한반도 국토환경관리의 기본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 국토의 친환경성
확보다. 이는 남한의 난개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국토의 일체성 회복 및 균형발전이다. 분단으로 인한
비효율적 공간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일컫는다.
한반도의 환경관리가 전 지구적,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환경관리와 조
화를 이루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의 국제협약의 틀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0

하지만 이 연구가 2000년 초반에 수행되어 2000년 이후 중요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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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동아시아 차원의 자연환경 보전 구상
동아시아 보호지역 실행계획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동아시아
8개국(한국, 북한, 중국, 일본 등)이 보호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협약
(CBD)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한 관리활동의 목적으로 1996년 1차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6년 2차 계획(2006~2010)이 수립됐다. 2차 계획에서 실
행계획4는 인접 지역에 위치한 보호지역의 접경협력 및 제휴 방안 마련을
통한 보호지역 체계 강화 기회 규명 및 실행이 제시되었다. 한반도는 북한
의 중국과의 백두산 및 두만강 접경지역 협력과 비무장지대(DMZ)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러시아의 개발 가속화로 인한 생물 다양성 감소, 기후변화 취약성
증가에 따라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야생동물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생태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전성우 외(2008)에서는 백두산
지역과 두만강 하구 지역이 한반도와 동북아 생태네트워크의 주요 연결점
으로 제시된다. 특히 백두산 인근 지역은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강을 건너지
않고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생태네트워크 구성이 중요하다.
<그림 4-4> 동아시아 차원의 자연환경 보전 구상
동아시아지역 내 가능성 있는 접경 보호지역

자료: J. MacKinnon and Xie Yan(2008).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자료: 전성우 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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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한반도 생태계 보전축 구상
환경부는 국제협약 준수를 위해 동북아 생태네트워크를 한반도 내부로
연결하여 한반도 내의 생물 다양성 감소, 기후변화 취약성 증가 등에 대비
하기 위해 생태축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10년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 2013년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에

이어, 2016년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에서 국가 핵심/광역/도시·생
활공간 생태축 관리방향 확립을 제1목표로 정하고 있다.
국가 핵심생태축은 한반도와 동북아 생태축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DMZ, 백두대간, 도서 연안, 5대강 수생태축 등 4대 핵심 생태축을 보전·

복원 축으로 설정하고 단절된 생태축 복원 등 복원사업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4-5> 주요 생태축별 개념 및 관리방안
구분

대상

국가 핵심 생태축
DMZ, 백두대간, 도서연안,
5대강 수생태축

광역 생태축
권역별 생태축(정맥),
수생태축(지방하천),
생태거점(서식처 등)

도시·생활공간 생태축
생활공간(도시·마을),
생활공간 주변 자연

개념도

관리방안

동북아 및 한반도 생태축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관리

자료: 환경부(2015: 33).

핵심 생태축과 연결되는

생활공간 거점녹지(도시공원 등)와

생태축(정맥), 수생태축,

마을 주변 자연공간(개발제한구역 등)

생태거점을 중점관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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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도시·생활공간 생태계 보전·복원 구상
도시 생활공간은 90%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으나 도시와 마을 수준에서
생태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생활공간이 부족하게 되었다. 한편 농산촌을
떠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한계 농지가 증가했다. 환경부는 2016년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에서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생활공간 조성을
목표3으로 정했다. 목표3은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생활공간에서 도시
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보전하고 단절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수단으
로 도시 생태축을 설정하고 도면을 공개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별 도
시기본(20년) 및 관리계획(5년) 수립과 변경 시, 환경영향평가 수행 시, 각
종 개발사업과 공간계획 검토 시에 도시 생태축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목표3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생활공간에서는 중국의 퇴경환림
정책과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 보조금 제도를 소개하면서 생태적 복원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이촌 향도 현상 가속화와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인구감소로 한계 농지가 발생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그림 4-6> 중국의 퇴경환림

자료: 신화망(http://kr.xinhuanet.com/2015-06/05/c_134300699.htm: 2016.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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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과 시사점

3.1. 남한의 국토공간관리의 경험 요약
첫째, 남한은 1960년대 과도한 산지개간의 폐해를 억제하고자 산지이용
구분을 도입하였다. 수출 경공업 위주의 공업지역 조성이 산지의 과도한
개간으로 이어져 산림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절대적으로 산림으로 보
전할 절대임지와 필요에 따라서 개간을 할 수 있는 상대임지로 나누는 산
지이용구분제도를 도입한다. 또 산림의 공익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의
보안림제도를 도입한다. 이들 제도는 남한이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산지를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남한은 1970년대 대체연료 도입과 함께 본격적인 산림녹화가 시작
되었다. 남한의 산림녹화 성공은 연탄 등의 대체연료에서 시작된다. 연탄의
보급으로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연료림의 필요성이 감소하면서 산림훼손이
줄어들었다. 한편 1973년 제1차 치산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을 농림
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여 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
지 않았다.
셋째, 남한은 1980년대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토지개발이 이루어지
고 산지에는 산림녹화 성공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
간부문 건설사업 참여촉진으로 분당 등 5대 신도시가 건설된다. 한편 1997년
제2차 치산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산림녹화를 계획보다 빨리 달성한다. 이후
산림정책은 산림녹화에서 산림의 다목적 이용으로 빠르게 전환된다.
넷째, 남한은 1990년대 토지 공급확대 정책으로 산지 난개발이 점차적으
로 진행되었다. 기존 수요제한에서 공급확대로 토지정책이 변경되면서 준
도시·준농림지가 도입되는 등 산지와 도시주변 구릉지의 개발이 본격적으
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 시멘트 생산을 위한 백두대간의 훼손 등 난개발이
증가하고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등의 환경사고가 급증하였다. 산림청은 산
림법을 개정하여 준보전임지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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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남한은 2000년대 산지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을 도
입하였다. 용인 등 난개발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이 도입되었고 국토이용체계가 선계획 후개발로 전환되었다. 이때
산림법에서 분법하여 산지관리법이 탄생하였다. 이 법에서는 채석단지화,
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전용허가·신고제 등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2005년
백두대간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
다. 한편 2010년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웰빙이 강조되면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산지의 자연친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태적
산지전용과 산지의 일시사용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3.2. 통일 이후 한반도 국토공간관리의 방향 요약
첫째, 한반도 국토 및 도시개발의 방향은 국제 경쟁력을 기반으로 동아
시아 교류와 융합을 선도하는 ‘네트워크 허브 코리아(Network Hub
Korea)’이다. 이 ‘네크워크 허브 코리아’ 실현은 동북아의 핵심 경제 도시·

지역간 경제·사회적 연계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남북한 간
선 교통망의 정비·통합을 통한 한반도 초고속 간선 교통망 연계체계를 어
떻게 구축하는가?, 동아시아에서 모범적인 환경관리체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등의 3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국토개발은 남북협력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다. 남북 개
발협력은 중장기적으로 남북간의 물리적 연결망을 확충하고 남포와 원산
등 북한 내에서 경제특구와 같은 개방거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으로는 북한의 핵심 개발축이라 할 수 있는 서해안 축과 동해안 축을 따라
산업화와 인프라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국토환경관리는 거시적 측면에서 국제협약 준수와 남북한 핵심 생
태축 연결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국토환경관리의 목
표는 3대 환경협약하에서 백두대간 한반도 핵심 생태축 등 한반도 생태계
보전축을 연결하고, 남한의 산업화·도시화의 난개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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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사점
첫째, 통일 북한의 국토개발은 북한 중앙의 산악지역과 백두대간 등의
핵심 생태축을 벗어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정 지역 중심의 소규
모 산지훼손 수준으로 산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북한
의 국토개발이 개발 비용 증가로 중앙의 산악지역을 피해 서해안과 동해안
의 2개 핵심 개발축을 따라 산업화 및 인프라 개발과 남포와 원산 등 개방
거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서해안과 동해안의 2개 핵심 개발축을 따라 위치한 개방
및 개발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와 인프라 개발로 인한 도시확산과 추
가적인 농경지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며, 주변 산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
로 보이는바, 남한의 산지관리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남한은 1969년
산지의 과도한 농업적 이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절대임지와 상대임지를 도
입했으며, 1997년 도시화와 산업화로 도시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
산·공익임지와 준보전임지를 도입하였다.
셋째, 북한은 도시확장이 예상되는 도시 주변부 산지를 보전목적의 도시림
이나 그린벨트로 선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남한은 과거 도시확장으로
도시 주변부 산지개발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도시인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저하가 이루어진 지역이 있으며, 일부 지
역에서는 그린벨트 등이 산림생태계서비스의 저하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
되기도 하였다.
넷째, 북한은 남한의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난개발 전철을 밟지 않고, 기
후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광역 생태 보전축을 북한의
도시개발 이전에 선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남한은 도시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에서 대단위 토석채취장을 허가하는 등
의 값비싼 경험을 하였다.

북한지역 산지관리 기본방향

1.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산지관리의 기본 인식

이전 장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통일 이후 북한 산지관리는 남북한 산지관리
제도의 차이, 통일로 예상되는 국토개발 과정의 산지 난개발, 남한에 없는
북한 산지지형의 고유특성 등에 의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이들 내용을 상술한다.

1.1. 통일 이후 남북한 산지관리 제도의 차이 극복 문제
통일 이후 남북한 산지관리 제도의 차이는 남북한의 정치체계와 남북한
의 산지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기인한다.
먼저 산지에 대한 공간인식을 보면 남한은 지형에 관계없이 지표상의 토
지이용에 따라 산지이냐 아니냐를 구분한다. 이러한 산지에 대한 인식 차
이는 남한에서 일반적으로 지표상의 토지이용이 변할 때 토지소유의 변경
을 수반하기 때문에 산지지형뿐만 아니라 지표상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산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북한은 지표상의 토지이용
이 무엇이든 일정 정도의 경사가 지속되는 사면의 집합, 즉 지형특성으로
산지이냐 아니냐를 구분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체계하에서 국가가 정한 관
리 주체가 각종 계획에 따라 토지이용상황이 변하여도 대상 토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의 결과이며, 고정된 공간범위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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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들여 지적도 등의 명시적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사도 등의 지형
특성에 의한 자연경계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 산지의
공간인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토지소유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의
해서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소유제도를 어떻게 마
련할 것인가는 불확실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일체 국유화 후 점진적 사
유화를 주장하고 있다(안병기 2015). 이 경우 통일 북한의 산지공간 인식
도 남한과 같이 지형특성과 함께 지표상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
요가 있다.
다음으로 산지관리 방식을 보면 남한은 산지 이용·관리의 목적에 따라
지적도의 필지단위로 산지를 이용구분하고 산지구분타당성조사와 보전산
지 지정해제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산지의 관리 주체에
따라 산지를 임산공업림이나 협동농장림 등으로 구분하고 국토건설총계획
과 산림건설총계획에 따라 주체별로 임업과 임업외의 토지이용 활동을 통
해 국토 및 산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통일 이후 점진적 사유화로
관리 주체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아니라 관리목적에 따라
새로운 산지이용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한번 결정된 산지이용구
분의 타당성과 이를 제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때 중
요한 것은 산지이용구분의 공간단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이다. 통일 이
후 북한의 토지소유가 국유화 후 점진적으로 사유화될 것을 전제로 할 때
지적도의 필지를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토지의 국유화로 산지에 대한 필
지가 지리산 하나를 포함할 정도로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적절한
규모의 필지로 나누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1958년 농업협동화를 통해
토지의 국유화가 완료된 이후 지적도의 갱신이 되지 않았고, 현재의 토지
상황을 고려하여 지적도를 새롭게 제작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
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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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통일 이후 국토개발과정에서 산지 난개발의 선제적 대응 문제
북한은 현재도 산림황폐화로 홍역을 앓고 있다. 특히 도시 주변 경사지
는 식량과 땔감 확보를 위해 무분별한 개간과 벌채가 이루어져 민둥산으로
변하였고, 주기적인 홍수와 가뭄의 지속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통일로 도
시화가 확산될 경우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녹지가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도시 내부의 녹지 확보와 함께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급원인이 되
는 산지의 보호체계 정비,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이들 지역의 연결
성제고가 필요하다.
통일이 되는 경우 남한의 국토개발의 경험을 비추어볼 때 산업화로 공장과
도시건설을 위한 백두대간 등의 핵심 생태축에서 석회나 골재 등 건설자재
채굴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국토관리제도가 정비되는 시
점에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통일 이후 국가배급제도가 미흡할 경우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주민
이 도시로 이주할 것이기 때문에 깊은 산속의 경사지 위의 다랑논 등은 방
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생존을 위해 산지의 화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1.3. 남한에 없는 북한 산지(지형)의 고유 특성에 의한 문제
북한 중북부는 고도 1000m 이상의 대규모 산지지형이 위치해 있으며,
백두대간을 포함해서 산줄기 연결성이 발달되어 있다. 또 고도 300m 이상
에 위치한 평탄지인 고원성 산지가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은 남한에
흔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통일 북한은 이 지역을 대상으로 남한의 산
지관리 제도와 다른 틀을 요구된다. 특히 기후변화로 폐쇄된 남한의 스키
장을 이 지역에 신규로 개장하고자 하는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일의 베를린 장벽과 같이 남북 분단과정의 유물이 산지에 분포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산악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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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방향
이 절에서는 앞의 1절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산지관리 기
본방향을 산지관리제도 비교의 틀인 산지관리체계, 산지보전, 산지이용구
분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2.1. 산지관리체계의 기본방향
앞서 산지관리체계가 토지소유 형태에 따라 남북한이 다르다는 것을 논
하였다. 남한은 비록 국가에서 산지의 이용용도를 정하고는 있지만 토지
소유자의 산지이용 의사에 따라 산지공간범위와 이용상황이 동적으로 변
하는 상향식 산지관리체계이며, 북한은 관리 주체가 국가 계획에 따라 정
해진 산지공간을 다양한 형태로 이용 및 관리하는 하향식 산지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산지관리체계의 일부를 섞는 등의 시도는 무
의미하며,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소유에 따라 산지관리체계가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안병기(2015) 등 대다수의 전문가가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 소
유제도에 대해 국유화 후 점진적 사유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관리
체계도 남한의 산지관리체계가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다.
남한과 기반이 다른 북한에 남한의 산지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의 최초 도입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산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최초 공간범위 설정과 산지의 이용구분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개
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제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점진적
인 산지관리제도의 운영과 고도화가 필요하다.

2.1.1. 최초 산지의 공간범위 설정과 변경절차
통일 이후 최초의 산지의 공간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기존의 지적
도를 사용하는 방법과 경사도와 같은 지형특성을 이용한 자연경계를 이용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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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은 일제강점기와 1958년 시점의
지적공부 복원, 지적재조사 사업 등의 방법이 있으며, 정밀한 산지의 공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산지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필지를 복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최근의 토지 이용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임’인 토지 피복이나 경사도 등의 지형특성 등의 자연경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임’인 토지 피복을 이용하는 방법은 현재 산림복구가
필요한 북한의 산림황폐지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경사도
등의 지형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은 비교적 방법이 간단하며 시간과 비용에
있어 큰 장점이 있다. 산지경계 구분에 적용할 수 있는 경사도는 8도, 15도,
25도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산 위의 고원지대를 산지에서 제외하

거나 평지 위의 경사급변지역을 과도하게 산지로 인식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산지인식과 유사한 지형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공간범위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산지지
형 유형 구분을 이용하여 산지의 공간범위를 정한다.
산지지형 유형구분을 이용하여 산지의 공간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은 산
악성, 고원성, 구릉성 산지지형을 합하여 산지의 공간범위로 정하는 것이
다. 그리고 이 지역 중에서 기존 개발지는 인공위성 기반 토지피복 분석
의 결과 중에서 개발지를 이용하여 제외한다. 이 기준의 산지 공간범위 면
적은 북한면적의 81.1%인 994만 ha로 1960년대 997만 ha와 유사하다. 이
방법은 북한 주민이 생활 속에서 산지경계를 인식하는 방법과 유사하지만
평지의 산림을 포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산지의 경계가 확정되고 점진적 사유화로 필지가 세분되며, 타용도로의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면 산지의 공간의 경계는 점차 동적으로 변화하
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적도와 관련 대장을 같이 갱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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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지형기준 산지의 범위
사면구분

평지사면

산악구분(고도)
1,500m 이상
1,000~1,500m
300~1,000m
200~300m
100~00m
0~100m

산악
&
고원
평지
&
구릉지

고원성
산지지형

경사지사면
고 고원지
중 고원지
저 고원지
고 평지

평지

중 평지
저 평지

산악성
산지지형
구릉성
산지지형

자료: 자체 제작.

<그림 5-1> 통일 북한의 최초 산지의 공간범위(안)

자료: 자체 제작.

고 산악지
중 산악지
저 산악지
고 구릉지
중 구릉지
저 구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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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최초 산지이용구분과 변경 절차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관리목적에 따른 산지이용구분을 하는 데 있어 남
한과 북한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남한은 농업 및 도시적 산지이용
수요에 대응하면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대별되는 산지이용구분이
1969년부터 이루어졌다. 이때 사용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사도와 임목밀

도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나누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한편
산림관리의 효율적 조성과 육성을 위해서 산림기능구분을 도입하였다. 이
두 가지 구분이 시기를 달리해서 별도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현재 산림이
용구분과 산림기능구분이 통합된 바람직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
반대로 북한은 먼저 1951년 17개 산림기능구분 후에 기능에 따라 관리 주
체별로 산지를 분배하여 현재의 임산공업림 등의 산지이용구분이 이용되
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북한 산림토지 구분은 원래 산림기능구분의 취지
는 없어지고 관리 주체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 산지에 대해 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산림자원
육성까지 함께 고려한 산지이용구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림과 산지가 통
합된 산지이용구분 구축을 제안한다. 먼저 남한의 산림기능구분 기법을 활
용하여 북한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기능구분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크
게 보전해야 할 산지, 임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산지, 그리고 개발업력에 탄
력적으로 대응할 산지 세 개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산지구분 시
이용된 산림기능구분이 산지이용구분의 하위 단계에 연결되도록 한다.
이러한 산지이용구분은 최종적으로 산지 및 산림관리가 가능한 공간단
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은 필지 분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관리의 공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북한은 일차적인 국유화로 지리산을
하나의 필지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산지이용구분의
최초 공간단위로 행정구역 동리 수준의 산줄기에 의해서 구분되는 산간유
역에 침식·운반·퇴적사면을 결합한 공간단위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것은 산간유역을 이용함으로써 유역통합 산림관리의 기반이 되도록 한 것
이며, 침식·운반·퇴적 등 지형사면을 산지관리에 이용함으로써 토양침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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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적으로 고려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최초의 산지이용구분은 산지관리 및 산림관리 상황에 따라 보전
산지지정해제와 같이 사안별 조정과 함께 산지구분타당성조사처럼 5년 등의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1.3. 국유림의 점진적 사유화에 대비한 산지전용제도 준비
남한은 일제강점기 이후 토지의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산지의 개발이 가
중되었다. 198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산지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도 미흡으로, 산림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개발을 억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격어 왔다. 대부
분의 보전목적 산지관리는 보전이 필요한 사유지를 국유림으로 편입하거
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특히 산지
전용허가 제도를 두어 사유림의 개발을 억제하였다.
반대로 북한은 국유화 후 점진적 사유화가 예상된다. 일차적으로 북한의
산림이 국유림이 되고 통일비용 마련 등의 여타 이유로 점진적 사유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어디를 국유림에서 해제할 것인가라는 남한과는 다
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점진적 국유화에 있어 산지개발의 수요는 개인
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규모 산지이용 수요로 예상되며 남한에서
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의
제처리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사유림을 대상으로 개인의 타용도로의 전
용을 다루었던 산지전용허가와는 성격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즉 국가, 지
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립한 국토개발 관점의 각종 계획에 따른 대규모 산지
전용 수요에 대비해서, 산림청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모든 국유림을 대상
으로 보전 필요성을 상대평가하고 보전 필요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
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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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점진적인 산지관리제도의 고도화
일단 최초 산지의 공간범위와 산지이용구분이 이루어지면 남한 산지관
리제도 도입의 기초는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사유화로 인한 필지분할이
이루어지면서 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해진다. 남한 산지관리제도의 조기 안
착을 위해 60년대 후반 산지관리 수준에 머문 북한의 산지관리를 남한의
2000년대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70년대 초반 또는 80년

대를 목표로 관리제도 고도화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 이후 제도가
정착되는 단계에 도달할 경우 남북 산지관리제도와의 완벽한 통합방안을 고려
해야 한다.
토지의 국유화와 사유화 사이의 단계에, 남한에서 산지로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산지를 개발하는 산지의 일시사용허가와 생태적 산지전용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이것은 국유화 상태에서 임업외 타용도로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사용권만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2. 산지보전의 기본방향
통일 북한의 토지소유제도가 일차 국유화 후 점진적 사유화일 경우 북한
의 산지의 보전은 국유 산지에서 꼭 남아야 할 지역을 선정하는 것과 같
다. 즉 남한은 보전을 위해 사유림에서 국유림으로 어떻게 전환할까를 고
민했다면, 통일 이후 북한은 반대로 국유림에서 사유림으로 전환하지 않아
야 할 산지를 찾는 과정이다. 통일 북한의 산림이용구분을 위해 산림기능
구분을 수행할 때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큰 조건 아래에서 통일 북한의 산지보전은 도시화가 예상되는 도시
내부 및 주변 지역에서의 산림보전, 백두대간 산줄기와 1000m 이상 거대
산악지역의 체계적인 보전, 그리고 통일 이후 주민의 정착과정에서의 단기
적인 산지보전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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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도시 내부 도시림 조성과 주변 산림훼손 복구
통일로 도시의 재생과 개발이 이루어지면 현재 농경지가 1차적인 도시
화의 대상이 되며, 도시 주변의 구릉지도 더욱 더 농경지로 이용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
내 녹지는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적정 도시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지역은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도시 내부나
주변의 농경지이거나 산림이 황폐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점진적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지역이 비록 농경지나 산림이 훼손되어 있어도
국유림으로 보전해야 할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국유림으로 보전해야 할 도
시림은 도시 내 섬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산과 산줄기로 연결하
여 산림생태적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
은 경관보안림으로 지정하여 공익용 산지로 관리한다.
또한 대도시 주변의 산지를 대상으로 도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한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경관 보안림을 선제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관 보안림은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거나 산림이 훼손되었어도 국유림
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을 녹화하여 공익용
산지로 관리한다.

2.2.2. 백두대간 산줄기와 1000m 이상 거대 산악지역의 체계적인 보전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지형특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용어로 한반도의
남북을 이어주는 연결성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백두
대간은 한반도에서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종다양성 협약 등 국제 환경협약
을 준수해야 하며, 한반도 생태네트워크를 넘어 동북아 생태네트워크도 구
성하는 데 있어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백두대간 지역은
남한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연장하여 남북의 생물 종을 연계, 이동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 허리를
감싸고 있는 생태축인 DMZ와 정맥 등 산림생태축으로 보호해야 할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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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과거 남
한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의 백두대간과 기타 산림생태축의 훼손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 중북부는 백두대간의 우측을 따라 고도 1000m 이상의 대규모
산지지형이 집중해서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고산·아고산 식생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으로 미지의 유전자원이 많고 남한과 차별화된 문화적인 자
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역은 남한에 없는 고유의 지역으로
일반 산지와는 차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을 산지전용제한지
역으로 먼저 지정하고 점차 연구를 통해 타용도로의 전환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3. 통일 이후 북한 주민 정착과정에서의 단기적 산지보전 대책
남한 산지관리에서 경제도약기인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당시 도
입되었다가 지금은 사라진 제도가 있다. 북한도 통일 이후 경제발전 과정
에 따라 이들 제도가 단기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먼저 휴경림 녹화계획이다. 통일 이후 국가배급제도가 없어지면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주민이 도시로 이주할 것이기 때문에 깊은 산속 경사지 위
의 다랑논 등은 방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비록 산림이 훼손되었
지만 임업용 산지로 관리한다. 이후 산림이 벌기령에 도달하면 새롭게 산
지이용구분을 시행한다.
다른 하나는 화전정리사업이다. 통일 이후 국가배급제도가 없어지면 식
량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주민은 오히려 생존을 위해 더 깊은 산속에서 화
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화전정리와 함께 임업을 기반으로 주민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녹화 성공 시 일정 부분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분
수림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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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지이용의 기본방향
북한의 산지이용은 임업외에도 산림복지 등 산지로 유지하면서 산지를
이용하는 것과 임업외 타용도로 전용되어 개발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2.3.1. 산지로 남은 상태에서의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이면서 폐쇄적인 정책을 펼친 북한은 향후 남한을
비록해 국제적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분단의 아픔이 가장 오래 존재하고 있으며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는 벌채가 금지되어 있
어(북한 토지법 제37조) 양호한 산림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분
단의 상징으로 인식될 수 있는 김일성 부자 혁명유적지 등의 특별보호림은
산악관광과 휴양이 어우러지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난으로 백두대간 등의 주요 산줄기도 양호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북한 중북부 1000m 이상 거대 산악 집중 지역도
개발되기 이전의 상태로 남아 있어 고유의 문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역은 생태적·문화적으로 중요하며 남한을 넘어 전 세계적 관광 수
요를 이끌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다.
이들 지역의 과도한 개발은 관광자원의 상품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첫째,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을 유
도할 수 있다. 둘째, ｢산림복지진흥법｣에 따른 산림복지단지를 주요 지역에
지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로 북한 내부의 주민뿐만 아니라 남한의 산림복
지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타 산지를 이용할 경우는 일반적인 산지
전용기분보다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을 유도하는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을
이용한 산지 개발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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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타 지목으로 전용된 이후의 주변과 조화로운 산지이용
통일 이후 북한은 거점개발 도시들이 위치하는 한반도 서부축과 동부축
을 중심으로 교통 관련 인프라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통
일비용으로 인해 대규모 신규 인프라 설치보다 기존 인프라의 확장과 보수
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산지훼손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기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발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남
한 전기의 송전을 위해 새로운 송전탑 설치가 예상된다. 또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산지
의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에너지 관련 시설은 바
로 산지훼손으로 연결된다. 특히 풍력발전은 백두대간의 훼손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한에서 송전탑과 풍력발전소 설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 등은 일정 정도 사회 내에서 합의된 상태이다. 북한의
지역적 상황을 다시 고려해야겠지만 큰 틀에서 남한의 제도를 적용하여 주
변과 조화로운 산지이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로 남한의 스키장은 점차 기능을 잃게 되어 북한에 신규로
개장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의 스키장 건설에
대한 사회수요가 감소하면서 관련 법에서 이에 대한 규제가 소멸되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존 법에서 다룬 기준을 토대로 새롭게 산지관
리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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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대효과

이 연구는 북한에 대한 제한된 정보와 부족한 선행연구하에서 통일로 예
상되는 북한 산지의 여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북한의 제도
차이점, 남한의 산지관리 경험의 시사점, 통일 북한의 국토개발 및 환경보
전 관련 계획 등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산지관리의 기본방향을 산지관리체계, 산지보전, 그리고 산지이용으로 나
누어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먼저, 통일 이후 산지관리제도 설계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마
련을 위해 제2장에서 남북한 산지관리제도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산지관리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산지관리의 공간인식으로 토지소유제도
의 차이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토지 국유화와 주체사상의
공동책임하에서 산지관리 목적과 관리 주체를 정하고, 이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한 임업외 타용도 이용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산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산지 공간을 그 경계가 고정되고 임업외 타
용도 이용도 산지로 보기 때문에 북한은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지적도를
이용하지 않고도 산지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하향식·(산지공간)고정형 관
리모델을 가지고 있다. 반면 남한은 토지 사유화를 기본으로 비록 국가가
산지의 이용구분을 정하고 있지만 개인이 해당 필지의 임업외 타용도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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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때문에 산지공간은 동적으로 변할 수 있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밀한 관리를 위해서 지적도를 기반으로 관리하게 된다. 한
편 산지 공간 자체가 변화하고 주변 토지의 용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주기
적인 산지이용구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한의 산지관리는 산지 소유주에
의해 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산지경계와 이용구분을 지적도를 이용하여
정교하게 관리하는 (관리 주체)상향식·(산지공간)동적 관리모델이다. 향후
통일 북한의 산지관리는 산지전용허가 등 특정 관리 수단의 도입이 아니라
이러한 바뀌게 되는 산지관리의 공간인식에 기반을 두고 남한 산지관리제
도 전체의 이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의 실정에 맞는 통일 이후 북한 산지관리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제3장에서 북한의 산지이용 현황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1960년대 초에
국토의 80%에 해당하는 977만 ha가 산림토지라고 제시하였으나 대상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지형기준 산지를 통해서 이와 유사
한 994만 ha의 산지 공간범위를 확인하였고 통일 이후 산지관리의 대상 설
정에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도시 내부와 주변부는 산림면적이 적
어 통일 이후 도시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 산림면적 확충과 복원이 필
요하다. 또 북한은 경사사면 중에서 162만 ha가 농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통일로 관리가 부실해질 경우 자연재해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통일 이후
지역주민이 재정착하지 않는 지역의 산림복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한
편 남한에서 볼 수 없는 산지지형으로 북한 북중부 지역에 백두대간 우측을
따라 1000m 이상 산악지역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남한
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유형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통일 이후 북한 산지관리에서 남한의 시행착오를 반복
하지 않기 위해 남한의 산지관리 경험을 연대기적으로 제4장에서 제시하
였다. 남한의 산지관리 수단은 산지이용구분과 산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
경허가 등으로, 점진적인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농지·초지·도시용지 확
대에 대응하면서 제도가 고도화되었다. 통일 이후 북한 산지도 점진적 사
유화하고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제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화전정리사업과 휴경지복원계획 등을 이용하여 산지의 훼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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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를 해소하였다. 통일 이후 주민의 거주이동과 관련하여 산지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이 연구는 통일 이후 산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 대비 한반도
국토공간관리의 방향을 제4장에서 제시하였다. 한반도 국토개발은 북한 서
해안과 동해안의 2개 핵심 개발축을 따라 위치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며, 이들 도시 주변의 산지는 개발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이 연구는 최종적으로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산지관리의 기본방향
을 제5장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산지관리에서 고려할
사항은 남북한 산지관리제도의 차이점을 극복하는 것과 국토개발과정에서
산지 난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남한에 없는 북한 산지지형
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해소
하기 위한 북한 산지관리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산지관리체계는 먼저 토
지 소유가 국유화 이후 점진적 사유화로 진행될 때 토지 사유화를 기본으로
하는 남한의 산지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산지의 경계와 산
지이용구분 등의 제도 도입 최초 시작상태를 선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기 국유림이 점진적 사유화가 되어 개인이 자유로이 산지이용을
결정할 때를 대비하여 북한의 발전 단계에 맞는 산지전용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② 산지보전의 방향은 도시화가 예상되는 도시 내부 도시림을 조성하
고 주변 산림훼손을 복구하여 이들 지역을 경관보안림 등의 공익용 산지로
지정하는 것이다. 백두대간 산줄기와 DMZ 등은 남한의 백두대간 보호지역
을 연장하거나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 북중
부의 1000m 이상 거대 산악 집중지역은 먼저 산지전용제한 지역으로 지정하
고 향후 산지이용의 방향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 이후
주민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휴경지와 화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 단기적인 산지보전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③ 산지이용의 방향은
북한의 생태와 문화적 자원을 이용하여 산악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산지로
남은 상태에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 또
도로인프라 보수, 송전탑과 풍력발전소 설치, 스키장 등이 주변 산림과 조
화되도록 생태적 산지전용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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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첫째, 산림청은 산지의 점진적 사유화가 이루어질 때 남한 산지관리 제
도 이식의 최초 조건으로 필요한 산지의 경계와 산지이용구분, 그리고 산
지이용구분의 조정 및 산지전용허가의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
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주민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수준에
맞춰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고도화하는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특
히 통일로 예상되는 송전탑과 풍력발전 등 북한의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서 산지전용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
지에 대한 사전 구상이 요구된다.
둘째, 산림청은 산지가 일차적으로 국유림으로 지정되고 점진적으로 사유
화될 때 꼭 국유림으로 남아야 될 지역을 구분하는 논리와 그 공간범위를 도
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보안림 또
는 산림지원보호지역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산림청은 북한 북중부에 위치한 300m 이상 또는 1000m 이상 산지 집
중지 등 남한에서 관리경험이 부족한 북한 고유의 산지지형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연구를 통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 준비가 필요하다.
넷째, 산림청은 통일 이후 북한이 가지는 생태 및 분단의 산물을 이용한
산악관광 활성화에 대비하여 남한의 생태적 산지전용이나 산림복지단지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야 한다.
다섯째, 산림청은 이 연구와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의 결과를 토
대로 산지 부분에 대한 ‘한반도 산지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는 국토개발 마스터플랜과 산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이때 별도로 수립된 산림녹화와 복
원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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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제언

이 연구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서 기존 자료를 확인하고 인공위성 영상 등 각종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북한 자료를 생성하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북한 관련 자
료가 제한되어 자료 간에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자료 축적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제4장에서 수행한 통일 대비 한반도 국토공간관리의 방향은 기존
계획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직접적으로 산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향후 ‘한반도 산지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이 연구는 입목이 아니라 입목이 서 있는 토지를 중심으로 북한의
산지관리 방향에 대해서 논하였다. 따라서 산림의 현황과 산림의 훼손 현
황, 산림의 복원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부
분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향후 ‘한반도 산지관리 마
스터플랜’과 결합하여 ‘한반도 산지·산림관리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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