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all rights reserved. 81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국토의 65%가 산림으로 차지하고 있고 1960년까지 황

폐화되었던 산림자원은 1973년부터 시행한 녹화 사업으로 인해 완

전하게 회복되었다. 도시민들의 소득 증대와 주 5일 근무제의 도입, 

경제적인 여유 등으로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숲에 대한 관심과 경

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되고 있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건강한 휴

양 활동을 위한 숲 접근권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산림 생태계를 보존하고 양호한 생태계 자원을 도시민들에게 제

공하는 산림 복지 서비스1) 개념이 다양한 형태에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이와 관련한 산림복지 정책들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1]. 

산림복지 서비스를 위한 형태는 숲 체험원, 숲속 유치원, 숲속 야영

장,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서 적절한 산림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심의 숲

은 지역의 공공재(public goods)[2]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숲 교

육과 치유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다[3].

국내에는 ｢산지관리법」이라는 법 제도로 산지 전용에 대한 관리

를 하고 있으며, 산림의 경관, 생태, 재해 방지를 위한 2012년 ｢생태

적 산지전용 제도」를 운영하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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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나눔숲체험원 자연휴양림」조성은 도시민들의 변화된 요

구 맞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 숲 이용객들의 건강 증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태자원 보전과 육성에도 기여하기 위한 계획이다.

본 연구는 생태적 산지전용 개념이 적용된 ｢대전 나눔 숲 체험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분석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활용한 공간 조

성에 있어서 산림 환경의 보전, 인간과 공존하는 공간 계획의 대안으

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대전 나눔숲체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을 대상으로 생태적 산지제도 적용한 설계형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연구 진행에 있어서 (Table 1.)과 같이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우

선, 최근 5년 이내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수행한 연구를 중

심으로 문헌 조사를 통해 본 연구와 차별화할 것이다. 

두 번째는 산림복지 개념 및 생태적 산지전용에 대한 이론 고찰로 

용어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조사 정리할 것이다.

세 번째 국내외 산림복지지설 사례 조사와 유형화로 현재 운용되

고 있는 시설에 대해 분석한다.

네 번째는 생태적 산지전용 기법을 적용한 「대전 나눔 숲체험원」

대상지 분석,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생태적 산지전용, 시설별 배치

계획, 단면도, 기타 시설물 계획에 대한 설계 내용 분석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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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K E Y W O R D
Purpose: The desire to experience forests is increasing as urban residents have more leisure time due to increased

income, the introduction of a five-day workweek, and economic leeway. The forms for forest welfare services are 
operated in the form of forest experience centers, forest kindergartens, forest campgrounds, and forest leisure sports
facilities, and are created for the purpose of forest education and healing while serving as a local public goods. 
Method: This study will conduct a literature search within the last 5 years and research and organize terms and 
design guidelines through theoretical review. In addition, case studies are conducted, and the design content of the
Daejeon Sharing Forest Experience Center is analyzed. Result: This study analyzes the “Daejeon Sharing Forest 
Experience Center Natural Recreation Forest Creation Plan” to which the concept of ecological mountain region 
conversion is applied, and proposes an alternative to the conservation of the forest environment and the space plan
coexisting with humans in the creation of space using forest resources.

ⓒ 2022. KIEAE all rights reserved.

산림복지 
숲 체험원
생태적 산지전용

Forest Welfare
Forest Experience Center
Ecologically Sustainable Di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s

A C C E P T A N C E  I N F O 
Received Nov. 16, 2022
Final revision received Dec. 1, 2022
Accepted Dec. 5, 2022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2813/kieae.2022.22.6.081&domain=https://kieae.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생태적 산지전용을 활용한 산림복지시설 조성 방안 연구

82 KIEAE Journal, Vol. 22, No. 6, Dec. 2022

1.3. 선행연구 검토  

최근 5년간 산림복지 시설 및 생태적 산지전용 내용을 수행한 연

구를 문헌 조사 활용해 조사해 보면 (Table 2.)과 같다. (Choi, 2022)

은 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따른 인시 및 이용자의 요구분석에 대

한 연구를 진행했다[4]. 

(Yeom, 2022)는 현재 시행 중인 산림복지 정책 현황에 대한 연구

를 통해 정책에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5]. 또한 (Lee, 

2021)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6]. (Kim, 

2018)는 산림복지시설을 유형화하고 이용객들이 산촌 관광의 차별

화에 대한 연구를 했다. (Table 2.)과 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이 산림

복지시설에 대한 의식조사와 현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조사 되었다[7].

(Jeon, 2017)는 도시 숲 이용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이들의 이

용 형태와 산림복지 인식에 대해 파악하여 이후 시설 새롭게 제시할 

프로그램 기초적 연구를 했다[8].

(Lee, 2016)는 경기도 내의 산림복지 시설에 대한 조사와 이를 휴

양 벨트로 연결하는 정책 제언하는 연구를 하였다[9]. (Yeom, 

2015)은 생애주기 개념을 도입한 산림복지시설에 도입 방안에 대한 

제도 제언을 한 연구를 진행했다[10]. 최근 5년간 주요 연구를 조사

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은 도입시설 용도, 인식조사 연구들이었으

며, 생태적 산지 전용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복지, 산림복지시설, 생태적 산지전용에 대해 

정의하고 실제 조성된 「대전나눔숲체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서 설계 단계에서 산림을 최소화 훼손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설계 방법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하는 것으로 차별화하려고 한다. 

2. 이론고찰 

2.1. 산림복지서비스의 개념

산림복지서비스란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숲 공간 안에서 숲태교, 유아 숲체원, 산림레포츠, 산림치유 등 다양

한 환경과 프로그램 혜택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11].

생애주기별 산림 복지서비스란 한정된 공간 내에서 산림자원서

비스를 전 국민이 누리고, 특히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통

하여 산림 자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의 차별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12].

그뿐만 아니라 “산림복지 종합계획”에 나타난 생애주기 7단계인 

탄생기, 유아기, 아동 및 청소년기, 중ㆍ장년기, 노년기, 희년기에 따

라 14개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혜택을 누

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Table 3.)

2.2. 산림복지시설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의미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위한 시설로는 자연휴양림, 산림

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 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속야영장, 산

림레포츠시설, 수목장림 등이 있다[13].

Division Research Contents Policies
Change 
of the 
system

Survey 
on user 

awareness

Facility 
Program

(Choi, 2022) A Study on Awareness and Demand Analysis according to the Creation of 
Goesan Forest Welfare Complex ●

(Yeom, 2022) A Study on the Forest Welfare Policies in Republic of Korea: Focusing on the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and Terrell ●

(Lee, 2021) Guidelines for the creation of forest welfare complexes,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

(Kim, 2018) An Analysis on the Preferred Behavior of Mountain Village Tourism for Users 
in Forest Welfare Facilities ●

(Jeon, 2017) A Study on Users' Perception for Forest Welfare Service of Urban Forest ●

(Lee, 2016) An Analysis of Current Conditions for developing Gyeonggi-Do Forest Welfare 
and Recreation Belt and its Directions ●

(Yeom, 2015)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Forest Welfare facilities 
and the content development of the associated-program for life cycle stage ●

Table 2. Analysis of prior research

Step 
1 

Investigation of previous research data and analysis 
of related data

Identify domestic research trends and differentiate this study
↓

Step 
2  

Theoretical study
Establishment of terminology for forest welfare and 
conceptualization of ecological conversion of mountainous areas

↓
Step 

3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y

- Type survey on domestic forest welfare facilities
↓

Step 
4 

 Analysis of Daejeon Sharing Forest Experience Center 
design standard application  

Analysis of application of design guidelines to target site 
analysis, basic plan, land use plan, ecological conversion 
of mountainous areas, arrangement plan for each facility, 
cross-section, and other facility plans

↓

Step 
5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 Implications for forest welfare facilities
- Improvements in guidelines for ecological mountain 

application

Table. 1 Research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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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태적 산지전용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제10조) 중 주요 배치, 건축물, 신재생 에너

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Table 3.)에 정리했다[14]. 

배치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에 있어서 원형 존치율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상지 전시 경계에서 30m의 수림대(樹林帶)를 존

치 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지형과 식생을 유지해야 하고 

산지 전용의 평균 경사도가 25% 이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건축물 

계획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망 분석과 산지경관 훼손 대책

을 수립해야 하고 자연과 어울리는 색채 계획, 건축물의 높이를 16m 

이하로 계획되어야 하고 건물의 길이는 대각적 기준 20m 이하, 직교 

배치에 경우 35m 이하로 계획해야 한다. 경사지에 배치를 할 경우 

산지ㆍ구릉지의 스카이라인 등 특정적인 경관 요소를 최대한 보전

하며, 계단식 산지 전용을 통해 녹지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 에너지 사용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가이드라

인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태양열ㆍ지열 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를 이

용하여 냉ㆍ난방을 적용해야 한다. 건축물 조성 시 내화목재(耐火木
材)ㆍ흙ㆍ석재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자연채광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및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Table 4.)

Division Detailed instruction content Code
1. Secure ecological axes such as standing trees and herbaceous plants to protect the vegetation in the mountainous area; 1

Considerations 
for layout 
planning

A. The preservation rate of the original forest is 60% or more, and the forest zone with a width of 30m or more at the 
boundary is preserved. 1-A

B. The forest ecosystem should not be isolated, such as being cut off from the surrounding forest. 1-B
C. Installation of facilities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topography and vegetation 1-C
D. The mountaintop should be located at an elevation of less than 70%. 1-D
E. The average slope of the mountainous area to be used should be 25 degrees or less. 1-E

2. The scale, density, arrangement, design, and color of the facility, such as height and width, shall be appropriate so that the mountain 
landscape is maintained; 2

Main 
contents of 

building 
arrangement 

A. Establish measures to reduce landscape damage by conducting landscape analysis and simulation of the impact of 
mountain landscapes. 2-A

B. The color of the building should be harmonious with the color of the surrounding forest and lower than the saturation 
of the surrounding forest. 2-B

C. The length of the building is 20m diagonally. 35 m or less when placed at a right angle. 2-C
D. The height of the building shall not exceed 16m.However, there is an exception in the case of the observation tower. 2-D
E. Use natural materials such as wood, soil, and stone, and design a roof shape and fence that match the surrounding area. 2-E
F. Establish a forest belt around the building 2-F
G. When a building is installed on a slope, damage to green space is minimized by exclusive use of the terraced 
mountainous area 2-G

3. Use eco-friendly materials and methods to minimize carbon emissions and energy use 3

Main 
contents of 
eco-friendly 

buildings

A. Minimize cooling, heating and fossil fuel consumption by using forest biomass such as wood pellets, solar heat and 
geothermal energy 3-A

B. When constructing a building, use eco-friendly materials such as fire-resistant wood, soil, and stone. 3-B
C. Consider the layout and design of the building to maximize natural light. 3-C
D. Minimize the emission of domestic and business wastes when constructing and utilizing buildings 3-D
E. The pavement of facilities such as internal ring roads and parking lots should use materials and methods with high 

rainwater permeability. 3-E

Table 4. Guidelines for ecological mountain conversion

Life Cycle Service The law based
Birth Forest prenatal education -
Early 

childhood Toddler Forest Experience Center Article 12 of the Act on Revitalization of Forest Education

Young 
adulthood

Forest Training Center Article 13 of the Act on the Revitalization of Forest Education
School forest Law on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The arboretum Article 6 of the Law on Arboretum Creation and Promotion
Mountain leisure -

Old age
Middle age
Older age

Forest path Article 23, Forest Culture and Recreation Act
Forest bathing area Article 20, Forest Culture and Recreation Act
Campsite in the woods -
Natural recreation forest Article 15, Forest Culture and Recreation Act
The Healing Forest Article 2, Forest Culture and Recreation Act
Mountain village ecological village Article 23 of the Fisheries and Mountain Village Promotion Promotion Act
Urban forest Articles 19 and 20 of the Forest Resource Creation and Management Act

Adolescence Tree funeral home Article 16 of the Graveyard, etc. Act, Article 152-2 of the Mountainous Area Management Act

Table 3. Types of Forest Welfare Facilities for Each Life Cycle



생태적 산지전용을 활용한 산림복지시설 조성 방안 연구

84 KIEAE Journal, Vol. 22, No. 6, Dec. 2022

3. 산림복지시설의 사례 조사 및 유형 분석 

3.1. 산림복지시설 유형

산림복지시설의 유형 중 숲 체험원으로 (Table 5.)와 같이 구성된다. 

횡성 숲체원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태산 산맥에 132.742㎡ 부지 면적을 갖고 있으며 목조 건축물의 연면

적은 6,904,27㎡, 건축면적은 4,471,55㎡, 지상 2층으로 구성되었다. 주

요 시설은 친환경 목조 주택으로 총 52실의 객실과 문화활동 및 이벤트

를 즐길 수 있는 250석 규모의 대강당, 교육공간, 체험공간, 방문자 센터, 

숲속휴게소, 식당, 매점 등의 편의시설 뿐 아니라 생태학습장과 숲탐방

로, 등산로 등의 숲체험 시설과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주요 이용객은 기

업체 및 단체 뿐 아니라 학교, 동호인, 가족, 개인 등으로 다양하다[15].

또한, 도시 지역의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가까운 곳에서 숲과 나무

에 대해 체계적인 숲체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있다. 

양평 산음자연휴양림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고북길 347에 위

치하고 있으며, 소리산과 용문산이 위치하고 주변 지역에 천년고찰

인 용문사, 용각암, 장군약수, 마당바위 등의 다양한 볼거리가 산재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원시림과 자연계곡을 통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체험하고 교육이 가능한 곳이다. 또한, 이 휴양림 계곡을 따

라 인공 조림한 낙엽송, 잣나무 숲과 참나무, 층층나무, 단풍나무 등 

원시림으로서 산림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계곡과 다양한 동ㆍ식물이 살아 숨 쉬고 있는 자연 그대

로 모습이 보존되어 있어 숲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곳이다.

덕유산자연휴양림[16]은 덕유산 국립공원의 인접지역으로 무주구

천동 계곡 입구로부터 4㎞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낙엽송, 잣나무 등

이 울창하고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쉼터의 휴식 공간으로서의 최적의 

입지로 인근 지역에 무주리조트, 덕유산 국립공원, 나제통문, 태권도

원, 무주양수발전소, 적산산성 등 관광명소 등이 입지하고 있어 계절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곳이다. 주요 시설로는 숙박시설 및 100명을 수

용할 수 있는 야영장과 178명의 수용인원을 갖춘 산림 문화휴양관과 

숲속의 집이 있다. 또한 취사장, 샤워장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산책로, 

삼림욕장, 잔디광장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Table 5.)

4. 생태적 산지전용지침 적용 분석  

4.1. 사업개요 

「대전 나눔 숲체험원」조성사업의 개요에 있어서 전체 지구면

적은 330,000㎡이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보

존산지, 자연휴양림이다.(Table 6.)

이번 사업은 전체 면적 중 3,000㎡ 미만 산지전용을 진행했다. 또

한 연면적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면적이 3,000㎡ 이하로 해야 함

으로 2,994.95㎡로 신지전용을 진행했다. 또한, 주요 시설은 해뜰마

당, 교육관동, 실내집회장, 행정동, 산림휴양관, 숙박시설, 숲속 산책

로로 구성되어있다.

Division Location Details Main Contents

Forest 
Experience

 Center

Hoengseong Forest
 Experience Center

Gangwon-do
Hoengseong-gun

- 52 guest rooms, 250 seats.
- There are various forest experience facilities and spaces such as forest trails and hiking trails. 
- Target: corporations, general groups, families, clubs, schools, individuals, etc.

Yangpyeong Saneum 
Natural Recreation 

Forest

Gyeonggi-do
Yangpyeong-gun

- Forests such as larch, cypress, oak, dogwood, and maple trees that have been artificially 
reforested along the recreation forest valley are thickly forested.

- The valley and various animals and plants are preserved as they are in nature.
Deogyusan 

Recreational Forest Deogyusan - Accommodation for 100 people, 1 campsite and 178 people.
- There is a forest cultural recreation center and a house in the forest.

Table 5. Forest Welfare Facility Type

 Fig. 1. Development Plan

Division Contents
Site Location Seongbuk-dong, Yuseong-gu, Daejeon

Local District Natural green area, Development restricted area, 
Conservation mountain area, Natural Recreation Forest

Main Purpose Education Research Facility,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Site Area 330,000㎡
Gross Floor 

Area

2,994.95㎡
(Basement Floor Area:115.57㎡, Ground Floor 

Gross Floor Area:  2,879.38㎡)
Building Area 2,307.99㎡

Building 
Coverage Ratio 0.70%

Floor Area 
Ratio 0.87%

Number of 
Parking Spaces 47Units 

Scale 1st basement level, 
2nd floor above ground

The Highest 11m

Table 6.  Business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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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생태적 산지전용 현황 분석

본 사업 대상지에 생태적 산지전용 현황분석은 생태적 산지 적용 

지침에 따라 세가 가지 방향을 세웠다. 우선 대상지 분석을 (Fig. 2.

∼7.)와 같이 분석했다. 이후 개발제한구역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

Fig. 2. Analysis of site status

Fig. 3. Forest Distribution Status

Fig. 6. Average slope

Fig. 7. Triangular network diagram

Fig. 5. Development Restricted Zone

Fig. 4. Environmental grad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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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민간인 경작지로 이미 훼손이 된 곳을 포함하고 있어 이곳에 도입

시설을 최대한 훼손지에 배치시켜 기존 자연 지형을 최소화한 훼손 

계획을 계획한다.

또한 (Fig. 2.∼7.)과 같이 기존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인위적 변

형을 최소화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고려되어

야 하고 특히, 신갈 나무군락, 소나무 군락 등의 침엽수 및 활엽수 

중에서 우량 수종은 가급적 존치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건축물은 부지 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친화적인 

부지조성과 건축공사 공정을 최소화하는 피로티 구조 등을 적

용하여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적용하며, 절ㆍ성토량

과 법면 때문에 토목 공사량이 과해지는 것보다 환경친화적 공

법인 건식공법 등 자연친화적 시설 계획(절ㆍ성토면 식재 및 자

연석 처리)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입지여건, 자연자원, 인문사회 환경 등을 고려

하여 고유한 자연환경이 유지ㆍ보전ㆍ특색 있는 휴양림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4.3. 숲 접근권 강화 

대상 지역은 지형의 높이 차이와 경사도로 인하여 울창한 숲까

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높은 지점의 울창한 숲까지 보행약자가 

쉽게 접근하고, ‘깊은 숲 자락’을 따라 설치된 ‘평평한’ 산책로를 

거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약자의 숲 접근권을 보장했

다.(Fig. 8.)

건축물과 보행교의 적절한 조합으로 울창한 숲으로의 접근이 가

능해졌으며, 울창한 숲은 관망의 대상을 넘어서, 직접 체험하는 자

연자원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 산책로는 자연휴양림을 대표하

는 시설로 볼 수 있으며, 건물의 수직 동선으로 진입한 후, 건물 옥

상을 경유하여 순환형 산책로 진입한다. 계곡부에는 ‘말밥굽 형’으

로 형성되는「동일한 레벨의 동」이, ‘순환형 산책로’가 될 수 있도

록 건축물 배치했다. 이 건물은 ‘순환형 산책로’의 기점 역할을 할 

것이며, 식당과 같은 편의시설에 접근이 가능하다.

4.4. 토지이용계획 

본 계획에서 토지이용을 계획하기 위해 생태적 산지전용 지침을 

고려한 산림보존과 숲접근권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가용지 내(內)활을 통한 효율적인 용도 배분을 고려한 목표

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지형을 (Fig. 2.∼7.)에 분석한 대

상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지형의 훼손 최소화하기 위한 생

태자연도 1등급 및 환경평가등급 1등급을 제외한 조성 가용지의 범

위를 설정 했다.

지역의 입지여건, 자연자원, 인문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고유한 

자연환경이 유지ㆍ보전ㆍ특색 있는 체험원이 되도록 했으며, 자연

적 조건을 고려하여 인위적 변형을 최소화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

는 것을 기본 전제로 계획했다. 산림 접근성 확보하기 위해 진입로 

주변 산림현황, 지형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은 

최대한 보존하고, 이용객이 숲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화 제공

해 주는 계획을 했다.

마지막으로 (Fig. 9.)와 같이 효율적인 용도 배분을 위해 광장에

서의 개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광장을 중심으로 ‘교육 시설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유형별로 배치

할 수 있는 토지용을 구성했다.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자연 지형

을 고려 훼손을 최소화, 적합한 시설 배치를 할 수 있는 토지이용

을 구성했다.

4.5. 시설계획 생태적 산지 전용 지침 적용 분석 

1) 배치계획 

본「대전 나눔 숲체험원 조성사업」의 주요시설의 배치는 주변 

생태계와 잘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며, 숙박시

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ㆍ교육시설, 산림보전지역으로 계

획하였다.

Fig. 8. Forest Access Plan Fig. 9. Level +200m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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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배치계획에 있어서 기본방향으로 우선 대상지의 부지여

건과 지구별 접근체계, 기존 도로 및 계획도로 등은 최소 원칙으로 

하며 자연의 생태환경 및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

로 계획했으며, 시설 배치는 지구 구분과 입지 및 기능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연계에 의해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도록 적

재적소(適材適所)의 원칙으로 과도한 시설물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

게 계획했다.(Table 7.)

또한 개발여건 분석 및 기본 구상에 부합되는 시설 관련 배치계

획을 수립하되 도입시설 및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인간 척도를 기

준으로 소요 공간별, 기능적, 미적 요소 등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도입시설규모는 계획지표 및 이용자에 의거하여 계획하되 시설별 

개발 방향 또는 특성에 따라 배치하고 생태적 산지전용 지침(Table 

4.)에 근거, 본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형태, 색채, 

건축물의 질감 등을 고려하여 휴양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계획했다.

본 이용자 측면에서 다양한 이용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

설 배치와 기존 지형을 이용한 배치로 토지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도

록 계획했으며, 산책로의 결절점이나 주요 지점에 쉼터 공간과 이정표

를 배치하여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2) 교육 연구시설 및 실내 집회장 

교육 관동과 실내 집회장은 생태적 산지전용 지침에 따라 조망 분

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 훼손을 줄이고, 직

사각형 대각선을 기준으로 20m 이하로 건축물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집회장 행정동을 분리하여 계획했다. 또한 건축물

의 높이는 16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교육관동은 2개 층으로 

구성되어있고 1층엔 세미나실과 식당, 2층은 교육실로 구성되어 최

Division Guideline application Applicable or not
Code-1 Secure ecological axes such as standing trees and herbaceous plants to protect the vegetation in the mountainous area

1-A With a building-to-land ratio of 0.7%, more than 60% of the original forest preservation rate is secured, and a 
forest zone with a width of 30m or more is preserved at the boundary. ◎

1-B It is also planned not to be disconnected from the surrounding forest. Planning to ensure forest ecosystems are 
not isolated. ◎

1-C Installation of facilities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terrain and vegetation. ◎
1-D Place facilities below 70% of elevation. ◎
1-E The average slope is placed in an area of 25 degrees or less and 18 degrees or less. ◎

Code-2 The scale, density, arrangement, design, and color of the facility, such as height and width, shall be appropriate so that the mountain 
landscape is maintained

2-A Establish measures to reduce damage to the existing landscape. ◎
2-B The color of the building is harmonized with the color of the surrounding forest, and the saturation of the 

surrounding forest is lower. ◎

2-C In the case of orthogonal arrangement of buildings, it is planned to be 25 m
(Education Building and Administrative Building) ◎

2-D The building height is 11m ◎
2-E The main exterior material was planned with wood, and the roof was planned as a gable roof in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 ◎
2-F Existing trees are transplanted except for the space where the building is located. ◎
2-G Minimize damage by centering the building using topography. ◎

Code-3 Use eco-friendly materials and methods to minimize carbon emissions and energy use
3-A Place solar heat on the roof, minimizing fossil fuel use. ◎
3-B Exterior materials and interiors also use wood as much as possible ◎
3-C Placed on the southeast side and installed a skylight to allow natural light. ◎
3-D Minimize the discharge of domestic waste and business waste ◎
3-E Roads are paved and parking lots use rainwater permeable materials. Partial application

Table 7. Analysis of application of the guidelines

Fig. 10. Level +206m Floor plan



생태적 산지전용을 활용한 산림복지시설 조성 방안 연구

88 KIEAE Journal, Vol. 22, No. 6, Dec. 2022

고 높이는 14.5m로 계획했다. 

실내집회장 최대 400명을 수용하고 우천 시에도 교육 프로그램

을 대체하도록 이용이 가능하다. 두 시설은 일시적 이용 인원이 많은 

용도는 진입구 가까운 쪽에 배치하여, 또한 두 시설은 기존에 훼손지

에 배치를 했으며 산림 훼손 최소화하는 생태적 산지전용 지침에 맞

도록 계획했다.(Fig. 12., Table 7.)

3)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산림휴양관 2동과 숲속의 집 7동으로 구성되어있으

며, 기존 묘지 터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훼손된 지역과 경사도가 다

소 원만한 곳에 배치했다. 산림 휴양관은 기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

화하여 자연 친화적인 부지조성과 건축공사 공정을 최소화하는 필

로티 구조 등을 적용하여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계획되

었다. 숲속의 집은 기존의 지형과 식생을 유지하면서 시설물을 설치

했으며, 평균 경사도는 25도 이하인 곳에 지형에 따라 배치했

다.(Table 7.)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산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목재를 활용하여 계획했다.(Fig. 10., Fig. 11., Fig. 12.)

5. 결론  

본 연구는 산림복지시설이면서, 생태적 산지전용 제도를 적용한 

「대전 나눔 숲 체험원」조성 사업에 대한 설계형 연구를 진행했으

며, 이 연구의 프로세스를 다섯 단계로 진행했다. 우선 최근 5년 이

내에 산림복지시설과 관련된 연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

이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발굴에 대한 연구들이었으며 본 

연구와 같이 생태적 산지 적용에 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

고 이를 타 연구와의 차별화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이론적 고찰을 

Fig. 12. Educational research facility and forest recreation hall Section

Fig. 11. Land Us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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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산림복지와 산림복지시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 생태적 

산지전용에 대한 지침을 개념을 정립했으며, 세 번째로 국내 사례조

사로 횡성 숲 체험원과 양평 산음 자연휴양림, 덕유산 자연휴양림 등  

국내 숲 체험원에 대한 사례를 조사했다. 네 번째는 대전 숲체험 계

획에 있어서 산지전용에 있어서 사업 범위를 생태적 산지적용 지침

에 대한 지침을 반영과 숲 접근권에 대한 기본구상 방안에 대해 구상

을 구성했으며, 생태적 산지적용 지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배치

계획, 건축물에 대한 계획안을 계획되었다. 

마지막으로 생태적 산지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제

시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건축물 계획에 있어서 세부적인 경관과 생태적 관점에

서의 건축물의 전용을 제한하는 구체적 규정제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와 같이 본 지침이 

보다 제한하는 형태로 접근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명확한 가이드라

인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산지전용 허가에서 산지전용의 허가 행정 처리 이후 산

지의 개발 및 관리 기능과는 연계성은 미비하다(개별법의 개발기준

에 의해 개발). 즉 산지전용과 개발ㆍ관리와의 연계성 미비하다. 현

재 단순한 허가조건의 충족여부에서 벗어나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 기준에 관한 규정'에

서는 사업별ㆍ규모별 구체적인 세부기준 및 적용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나, 면적 관련 백분율, 경사도 등에만 초점을 두고 규정하고 있

는 것이 한계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산림 개발에 있어서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등에 대한 생태적 산지전용 지침 

적용이 매우 제한적인 한계점이 있음을 증명하게 되었다. 추후 본 연

구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태적 산지전용 제도에 명확한 가이

드라인을 보완하고 현 법제도 문제점을 통한 개선방안 및 타 제도의 

연계 운영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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