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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훌 F향 論

風‘致林은 山林 中에서 景觀01 뛰어나게 아름다워 이를 保存하고 開發할必要가있는山林 

과 自然의 原狀을 그대로 保存하여 學術昭究에 寄與하거나 이를 題賞할수 있는 山林， 또는 

都市生活에 必훨한 綠地 및 園致地區를 꿇定하기 위 한 山林 等을 말한다. 

이 風致林의 效用은 木材를 生塵하는 直接的인 짧濟的 效用과는 달리 아름다움을 觀賞하 

며 A間生活에 快適한 環境을 造成하고 都市生活에 시달린 心身의 피로흘 회복시켜 주는 

間接的인 쳤用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目的을 가진 버林으로서 風致保安

林， 公園林， 文化財保護地區의 山林， 都市計劃區域內의 都市公園과 綠地地域 및 開發制限

區域의 山林等이 있고 其他 行政命令으로風致를 造成키 위하여 一般山林과區別하여 特別

히 山林施業方法에 制限을 加하고 있는 山林들이 있다. 

* 서웅大學校 覆樓大學院(造景學科) 第3回 $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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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 風致林의 設定은 最近 近代鄭규j ， J:業社會의 發達과 더 불어 그 要求가 점 차 높아만← 

가고 있다. 이 와같은 山林의 公益的 機能을 充足시 켜 주기 위 하여서 는 風致林을 擬大해 나 

가고 또 이를 찰 保護하는 것만이 最上의 方案인듯 잘못 認護하고 있는 碩向이 많지만， 元

來 山林은 生態系의 한 흥륜素로서 自然的으로 成長하고 表退하는 過程을 거쳐 그 林型은 固

定不變한 것이 아니고 서서히 變形해 나가게 되고， 01 變形된 結果는 반드시 우리 A間이 

바라는 아름답고 實用性이 있는 狀態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境遇에 따라서는 아주 쓸모 

없는 狀態로 露出되는 경우도 있게 되으로 風致林은 人工的 施業을 通해 可及的 自然 그대 

로의 美를 살려 나가면서 實用性 있도록 計劃하고 寶行할 必要가 있다. 反面 社會의 움직 

임이 經濟成長， 즉 生겉흉性을 指向하는 이 時代에 있어서는 山林애서 經濟性이 높은 木村의 

生塵이 切實히 要請되므로 앞으후의 !짧致林施業은 風致林 自體가 갖는 機能을 十分 發揮하 

면서 塵業用材의 生뚫도 可能케 할 수 있는 方案이 講究된다면 近代社會가 훌求하는 뭔:觀， 

「리크리 에 이 션」등의 問題解決과 더 불어 風致林의 單純한 保存에 서 오는 經濟的인 揚失드 

어느 짧度는 解消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本 맑究의 端續가 있는 것이다. 

本 論文에 서 다루고자 하는 風致林은 山林法에 依한 風致保安林， 公園法에 依한 國立 맞 

道立公園林， 都市計劃法에 依한 都市計劃區域內 都市公園과 綠地地域 및 開發制限區域， 文

化財保護法에 依한 文化材로서 保存할 價f直가 있는 山林 等을 總稱하며， 이를 맑究의 對象

으로 삼았다. 本 맑究에서는 이들 風致林에 對하여 風致的인 施業方法을 模索하여 더옥 아 

름답고有用한風致林을造成해 나갈수있는方案을提示하되 可能한限風致林에서도木村 

를 生塵하여 經i齊住 確保에도 寄與할 수 있는 方案을 提示코자 한다. 

第 2 童 風致林의 特性과 機能

第 1 節 風致** 핍究의 史的懶觀

山林의 風致的 拖業方法에 關한 冊究는 1791年 英國의 Gilpin 이 實施한 山林의 쫓的 觀

察記錄에 서 부터 始作되 어 獨進의 Heinrich V on Salisch가 1885年 「山林美學J (Forst ästhetik) 

의 第-)값을 刊行하여 明確한 基짧가 펀 것 이 다. 

이 後에 이 學問을 論한 學者는 Weise , May , Buhley, Hausrth, MölIer 等흐로서 이 들은 

그들의 참좁에서 山林美學의 必핏않을 力說하였고 !1) 最近에는 1968年 「캘리포니아」 大學의 

R. Burton Litton이 山林뤘觀의 調훌와 評價方法 (2) 을 報告한바 있고 1973年에는 美國에서 

(1) 農業大百科事典編輯委쉽會， 林業大百科事典， 서 울， 五쩔出版社， 1974, p. 891. 

(2) Litton, R, B. Jr. , Forest Landscape Descriptioη aηd l:πveηtories， Berkeley, Pacific Southwest 
Forest and Range Experirnent Station Forest ServÏce, U.S. Departrnent of Agriculture, and 
College of Envìronrnental Design, Departrn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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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有林의 붉觀的處理方法(3)을 發表하여 山林景觀에 對하여 體系있는 分析과 評價方法을 提

案하였다. 

가까운 日本에서는 1929年에 田村剛 (4) 가 그의 著書 「森林風월허-劃」에서 森林의 風致的

施業方法을 밝힌바 있고 最近에는 1966年 日 本의 科學技術廳 資源調훌會 (5) 에 서 “森林美블 

훼손시 키 지 않고 또 그 美를 充分히 發揮할 수 있도록 森林의 風줬的 取投 技術을 댐규究하 

여 確立할 必훌가 있다”라고 指網 하였고 그後 1972年 間1[1布文秘는 森林의 )폐致的取政法과 

經濟住을 寫한 木材生盧方法 (6)을 論한바 있고 1974年 關口錢太郞도 「造園技術j(7) 에서 森林

의 風景計畵u을 論하였으며 最近에 (1975年) 板口題美는 森林의 公益的機能과 木材生塵의 調

和를 얻기 寫한 山林拖業方法을 發表하고 나서 “森林의 風致施業은 再出發點에 서 있다. 體

系가 없고 여기서는 한층 더 問題를 提起해서 새로운 핍究를 땅도록 하는 계기에 그칠 것 

으로 생 각한다" (8) 라고 하였다. 

한펀 우리나라에서는山林의 風致的 施業에 對한 行政指針이나要領等이 나와 있으나 다 

음 휠에서 論하는 바와 같이 貝體的인 施業方法의 提示가 없고 또 管掌部暑別로 相異한 點

이 있는 等， 問題되고 있으며 著書로는 尹國炳 外7人이 1975年 共著한바 있는 「造園學j(9) 이 

있고 이 造園學에서 山林風景計劃을 取投하고 있는 程度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方面에 對

한 體系있는 맑究가 더욱 必要하다고 느껴진다. 

第 2 節 風致의 特性

1. 風致의 定義

風致란 用語는 類似한 말로 景觀， 景色， 風景， 國光， 景物， 山水， 風月 等의 多樣한 用語

가 있으며 風致의 뜻에 對하여 日本의 I웹뼈文格은 “風致란 눈에 비치는 山水風物의 모양" (10) 

이 라 하였고 田村固는 “]폐致란 地表에 있는 여 러 가지 對象을 蘇合하여 눈에 비 치 는 멋 있는 

모양i로 續畵的인 效果를 갖는 것을 特色드로 한다" (11) 라고 하였￡며 韓國結合造景公社가 

發刊한 「工場造鼠」에서는 “景觀이 란 어 느 地域內의 地理的 現象과 生物的 生態系의 外觀에 

서 오는 視覺的 美感을 이르키는 感覺要素를 말하며， 모든 景觀은 그것들이 지닌 固有의 

特性과 「패턴j ， 規模， 色調 및 色彩를 가지고 있다. 景觀은 社會와 λ‘間이 居住하는 環境

의 相互作用에 依해서 變化하는 것이다. 따라서 環境이 變하거나 A間 自身이 變化하면 景‘

(3) Forest Service, U. S. Department of Agriculture, National Forest Landscape Managemeηt， 

Volume 1, Washington D.C. , U. S. Government Printing 0옮ce， 1973. 
(4) 田村剛， 森林風景計劃， 東京， 成美堂， 1929, p. 1. 

(5) 日 本 林野廳管理課， 自然休養地 ε C"( (7)森林@保護管理， 1966, pp. 26"'29. 
(6) 間뼈文格， 森林風致 ε C;;Y :r.~ν 3 ν ， 東京， 林業調훌會， 1972, pp. 141 "'210. 
(7) 關口鍵太郞， 設計施工造園技術， 東京， 養賢堂， 1974, pp. 44""'45. 
(8) 板口嚴美， ;::;/1，ψ ~(7)森林施業， 東京， 全國林業改良普及協會， 1975. pp. 44"'45. 
(9) 尹國炳外 7Á, 造園學， 서 울， 一懶聞， 1976, pp. 183"'198. 

(10) 固l陽文í*. 前챔옳書， p. 88. 
(11) 田村剛， 前握書，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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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 역 시 必然的으로 달라지 기 마련언 것 이 다 .. (12) 라고 表現하고 있다. 그리 고 Garrett Eckbo 

는 “風景이라 함은 우리플 周邊의 世界이고 그것은 우리들이 어데서나 보든가 느끼든가 하 

는 모든 것을 包含한다. 風-뭘은 空間에 있어서나 時間에 있어서나 連續的이다 .. (1 3) 라고 記

述하고 있다. 

2. 景觀의 構威

景觀의 基本型을 總括圖로 表示하면 다음 그렴과 같다(14) 이 基本型에 있어서 그림의 

中央部分에 있는 展뿔하는 景觀(Panoramic Landscape)을 위 시 한 7가지 카 山林景觀의 特徵

올 나타내고 있다. 

.feature L. 

쩔줬 냉鍵후 평 
Foca! L. Canopied L 

*
갔V AY 편; 

Detail L. 

At"mosph~ric 
condi tions I 

Ephemere) L. / Seasons / 
~흉í Distance 
훌훌섣훌할....- / Observer 
&애파""/ POSJtlOn 

‘ , Scale 

〈뻐 _2-1) 景觀의 基本型

Form, Line, Color, Texture는 f룹觀을 支配하는 흉흘素가 되 고 있A며 Contrast, Sequence, 

Axis, Convergence, Codominance, Enframement의 6가지 가 景觀의 優勢原則이 되 고 있A 

며 Motion, Light, Atmospheric conditions, Season, Distance, Observer position, Scale, 

Tlme의 8가지 훨素는 ;뚫觀에 變化를 주는 因子가 되 고 있다(15) (16) 

(12) 韓國練合造景公社， 工場造景， 서울 : 光따j出版社， 1975, p. 29. 
(13) Eckbo, G. , The Landscape we See,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1969, p. 9. 

(14) 행 口觸美， 前播뚫， p. 45. 
(15) Forest Service, U.S.D.A. , 前揚書， pp. 8"'13. 
((6) Litton, R.B. ]r. , 前揚書，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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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節 風致<f*의 機能

山林의 各種 機能은 本來 山林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A間이 時代的인 要請에 따라 이를 

效用￡로 認識하고 資源으로 活用하고 있을 따름이다. {7]J를 들면 羅音防止機能은 언제나 

山林이 가지는 機能--時間的A로나 空聞的으로나--이지만 購흡源、과 羅흡을 意識하는 

A間이 存iE하면서 山林은 그 機能을 發揮하게 되고 A間은 그 山林에서 했用을 받는 것을 

認識하게 되고 鍵즙陽止機能을 갖는 資源、￡로서의 意義를 山林에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이 와 같이 山林의 機能과 人間과의 關係는 時間的 및 空間的 훨因에 따라서 變化

하고 있는데 現在는 一般的오로 〈表2-1)과 같은 機能이 認定되고 있다(17) 

〈表 2-1) 山 林 의 機 能 흩 分

木材生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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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 水利學짧究所， 森林O公益的機能計量化調흉報告書. 1973. p. 39. 

以上의 諸 機能中 風致林이 갖는 機能은 主로 環境保全의 機能으로서 大氣演化， 防風， 防

火， 氣象續和， 防즙， r려크리에이션J (recreation) , 野生鳥戰保護 等의 機能 (18) 이 主된것이 

라하겠다. 

第 3 童 우리나라 風致林의 施業實罷

第 1 節 風致<f*의 現況

우리나라 風줬林의 現況에 對해서는 風敎林을 指定한 法律的 根據와 種類別 指定面積맞 

(17) 水利學돼究所， 森林@公益的機能計量化調흉報告書. 1973. pp. 38"'39. 
(18) 林業試驗場， 保健保全林 ξ@機能造成管理.--東京， 林業試驗場1iJt究報告， 第239觀 (1971.

11.).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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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의 相互關聯을 中心으로 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山林法에 依해서 風致保安林으로 ;指定된 總面積은 1974年末 現在 98, 183. 79ha (1) 에 

이르고 있다. 

둘째 는 公園法에 依하여 指定한 國立公園， 道立公園맞 鄭市立公園이 있는데 74年末 現在

指定된 公園面積은 國立公園이 237, 776.ha 道立公園이 48， 472.4ha에 이르고 있다 (2) 

셋째 로는 文化財保護法에 依해 서 天然記念物로 指定된 有形文化財의 總面積은 38, 819. 

53ha(3) 에 。1 르고 있다. 

넷째로 都市計劃法에 依據 指定된 綠地地域이 1, 138. 168ha (4) 包含되어 있다. 以上 關係

法에 依해 서 指定된 風致林은 그안에 農親地， 住ct ， 公有水面， 遺歐地 等 山林이 아닌 面積

도 相當히 많이 包含되어 있으나 別途 資料가 없어 밝히지 옷하였으며 또 同一 場所를 目

的別로 重複 指定된 例가 許多히 많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한다. 

第 2 節 現行 風致**施業上 問題되고 있는 事項

風致林의 施業은 關係法規에 根據를둔各種行政命令에 依據 實行하게 되는데 이들 發해 

지고 있는 行政命令야 內包하고 있는 問題點과 이를 執行하고 있는 過程에서 露出되고 있 

는 問題點을 導出하여 보다 改善된 方案을 講究하는데 基鍵로 삼고자 한다 (5) 

첫째로 施業計劃作成方法이 提示되지 않고 있다는 點이다. 

둘째료 風致林은 거의 自然狀態에 놓아두고 人I을 加한 施業을 實行않고 있는 問題가 

있다. 

셋쩨는 파致林에서의 챔採는 原則的으로 實行하도록 하고 있A나 實際로는 거의 大部分

이 風致林內에서 {강採를 實行치 않고 있다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넷째는 風致林의 管理部뽑가 多樣하여 施業實行上 統-性을 期할 수 없는 問題가 있다. 

第 4 章 景觀造成과 經濟性確保를 寫한 風致林施設의 새로운 方向과 方法

第 1 節 風致林의 施業方向

I꾀致林의 施業目的은 -般 經濟林과는 란리 山林이 갖는 美的價煩를 發揮시키며， 아울러 

利用度를 높여 經濟性을 追求하려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風致林施業은 風뤘의 修節에 도 

움이 되는施業만을하는것이 아니라 「리크리에이션」과其他 風행林이 갖추어야할 諸機能들 

(1) 資料 : 山林廳
(2) 資料 ;建設部

(3) 資料 : 文化公報部
(4) 資料 : 建設部

(5) 本 問題點의 導出은 筆者가 훨集한 各種 法規와 行政命令에 依하여 分析하였고 한펀 現地로는 

慶州 佛國츄， 報恩、 倚離山， 雪돕山， 漢훌山， f흉朱 德格山， 育松 周王山等의 國立公園및 文化財
保護區域과 技餘의 採蘇山， 京驚道 華城鄭管內의 風致保安林等을 直接 現地體흉하여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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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最大限 發揮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風致林에서도 經濟的인 收益을 얻을 수 있도록 多

目的的￡로 計畵Jj하여 야 한다‘ 

이와 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는 風致林의 施業을 計劃함에 있어 @ 審美性(1) (2) @ 

實用性훌 經濟性(3)(4) ， @ 合自然性 (5) (6)等 4가지 條{牛 01 充分히 反映되어야 한다. 

第 2 節 風致林의 施業計훌l作成方法 

1. 施業計劃 作成節次

山林의 風致는 A間과 山林과의 相對的인 關係에 있는 것이며 이 關係를 갈라 놓고는 山

林風致는 存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RP 風致라는 現象은 A間의 測面에서 園景을 享

受하는 것이며 이 亨受는 觀賞하고 利用하는데 그치지 않고 聽覺， P，흉覺， 觸覺， 味覺， 冷溫

覺 等 諸般 感覺이 緣合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風致林은 뼈覺되는 모든 것이 快適하게 그리고 美와 關聯시켜 다루어져야 하으 

로 前節에서 風致林의 施業方向을 審美性， 實用性， 經濟性， 合自然性 等 4個 考慮賣素를 提

示 한바 있어 。1 를 根幹으로한 施業計劃이 作成되어야 할 것이다. 

風致林의 施業計劃作成節次는 첫째 對象山林에 對한 地況， 林況， 景觀， 人文 等을 現地調

훌를 通하여 把握하고 이 把握된 資料에 依해서 山林을 區劃하고， 保育시켜야 할 樹種을 

選擇하며 , 作業種을 決定하고， 챔期顧을 定하며 , 행採廳地에 對한 造林計劃， 造林後의 保

護및 育林管理計劃 利用者의 便益을 圖짧할 수 있는 拖設計劃 等을 樹立해 나가게 된다. 

2. 風致林의 區域

計劃對象으로 하는 風致林은 全 區域을 하나의 計劃區로 定하고 -般 山林에서 와 같이 林

班， 小班別로 區分하는 外에， 利用 目的別록 다음의 4個 地區로 區分 (7) 한다. 

風致保護地區--自然景觀이 뛰어나거나 或은 自然現象等이 特異한 景觀을 나타내어 學

術上의 價{直가 높고 自然休養의 中心을 이루고 있어 特히 保護해야 할 必要가 있는 地域및 

A文景觀(史題等)이 所tE하는 地域으로서 特別한 保護管理를 必훨록 하는 地區를 말 한다. 

例를 들면 自然公園特別保護地區， 天然記念物指定地 等이 。1 에 屬한다. 

風致整備地區--積極的으로 風致施業을 實行하여 風致의 整備를 必훨로 하는 地區를 말 

한다. 展示林， 車道， 步道의 治線地帶， 主훨 利用地點에서 展뿔하는 對象地域等이 이에 該

(1) 武居忠雄 外2Á. 觀光 ε 山林， 東京， 地球出版社. 1964. p. 52. 
(2) 尹國炳 外7Á. 造園學， 서 울， 一湖聞 : 1975. p. 6. 
(3) 朴泰植， 森林經理學， 서 울， 寅民文化社， 1963, p. 11. 

(4) 金障洙， 林業經營學， 서 울考試學會. 1962, p. 23. 
(5) 上擔書， p. 23. 
(6) 朴泰植，前獨書， p. 11. 
(7) 關口鍵太郞는 그의 「造園技術」에서 地帶別 區分을 함에 있어서 “森林「리크리에이션J"計劃에서 團‘

致保護地區， 風致整備地區， 施業調整地區， 施設地區等 4個區로 分類하였고， 森林風‘景計劃에 있 
어서는 保存區， 保留區， 開發區외 3個區로 區分하였으나， 本 liÆ究에서는 그 對象야 風致林全般

에 適用될 수 있는 方法이므로 前記 4個地區의 區分方法을 引用키로 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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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한다. 

施業調整地區--風致的 配慮에 基鍵를 두고 施業하되 木材生童까지 行하여 健全한 山林

을 造成하는 地區를 말한다. 

施設地區--休養施設， 宿때施設， 衛生施設， 管理施設 等 自然休養施設의 用地로서 必훨 

한 地區는 施設地區로 하고 山林 以外의 用途로 利用하도록 한다. 

第 3 節 風致林에서의 木材 生흩方法 

風致林經營의 主目的은 直接的 效用인 木材를 生塵하는데 있지 않고， 閒接的 겠用인 公益

的 擬能을 最大로 發揮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副次的오록 可能한 限 木材生塵도 暴할수 

있도록 計劃을 樹立하고 寶行하으로서 風致林의 設定으로 因하여 야기되고 있는 直接的 效

用의 擔失을 最少限오록 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風줬林內에서의 木材生훌은 極히 

制限을 받고있어 거의 댐採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急激히 增加되고 있는 

塵業用材의 供給을 寫해서나 또 風致林 所有者의 不利益한 鎭失을 補慣하기 寫해서도 하루 

속히 改善되 어 야 할 問題라고 본다. 

本節에서는 前記한바 있는 各 地區에 對하여 適用될 수 있는 챔採 作業種을 밝히고 다음 

으로 景顆維持에 가장 技術을 要하는 皆댔作業方法에 對하여 論하고자 한다. 

1. 地區別 생採方法 

가. 風致保護地區

風致保護地區는 現況을 維持 • 保全하기 위 한 地區로서 代採는 原則的으로 하지 않는 것이 

지 만 暴木， 到木， 抽握木 等 風敎維持上 支障을 주는 林木 및 人工林A로셔 保育上 間代을 

必훨로 하는 境遇에 當該地區의 保護目的에 違背되지 않는 限度 內에서 t강採하도록 한다. 

그러 나 到木 챈指木도 해 에 따라서 는 自然의 盛훌를 한눈으로 볼 수 있고 또 生立한 나무와 

좋은 對照、를 이룰때가 있무로 이를 그대로 保存시키묘로서 自然美를 더욱 돋보이게 할때가 

많다. 

나. 風致整備地區

山林을 ]폐敎的으로 整備해 야할 地區로서 f강採는 原則的으로 擇代法을 採擇한다. 但 風致

整備上 樹種改良의 必要가 있는 境遇와 通景線의 設置 等을 하고자 할해 擇代01 不適當하면 

그 該當地域에 限하여 皆代法을 採擇할수 있다. 그리고 擇代率은 擇챔量의 最小基準이 되 

는 現寶홉積의 10% 以內로 한다. 萬若 이 地區에서 皆代을 하고자 할해 에는 1個所의 f강區 

a됨積을 1ha 以內로 하고 代區는 可級的 分散시 켜 야 한다. 連續된 ~區의 設定이 不可避할 

때 에 는 第l回更新後 5年이 經過한 다음에 다음 짜l꿇의 1:1<:採를 寶行하며 f강採없;地가 露出되 

는 것을 極力 避하도록 힘쓴다. 

다. 施業調整地區

風致的 配慮와 더불어 木村生盧을 積極實施할 수 있는地區로서 大略法正林狀態로짧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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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施業을 行하는 것이다. 이 해운에 年次別로 皆행할수 있는 面積의 合計는 當該地區

中의 擇tl<;林分및 主생禁止林分 以外의 面積의 合計를 代期觀에 相當하는 數로 나눈 面積을 

超過하지 않는 限度로 하며 年度別로 皆잭이 可能한 面積의 限度는 大略 5ha로 한다. 

擇tl<;林分에 있어 서 는 擇챔率을 現훌積 30%의 以內로 한다. {져區의 形狀은 當該地域의 

地形에 適合하도록 하며 年度別 택區는 集團化하지 않고 可能한 限 分散되도록 努力한다‘ 

라. 施設地區

施設地區內의 林木은 保殘시켜서 積極的으로 保護育成하여 Á.I構造物과 自然景觀과와 

調和를 이루도록 힘쓴다. 

2. 風致를 考慮한 皆택方法 

風致를 維持하는 챔採方法후로는 擇탬이 나 漸행{'P業方法이 가장 理想的이 라 할 수 있지 만 

이들 作業種은 作業費가 過多하게 所要되는 反面 木材 生塵量이 적어 林業經營面에서는 收

支均衝이 맞지 않는 缺點이 있다. 皆생作業은 作業이 容易하고 木材生盧量도 많아 林業經

營上 採擇할 수 있는 方法이라 할 수 있지만 옳觀維持에 難點이 많아 特別한 設計에 依해 

서 實行해야만 할 必要가 있어 이 皆밟方法을 風敎林에 適用할해 어떼한 設計를 하는것이 

理想的이겠는지를 論하고자 한다. 

가. 행區의 形狀

皆탱에 依한 風致的인 代區를 設定함에 있어셔는 우선 地形과 山林帶에 依해 tl<;採面을 

週、斷하는데 있다. 鐵何學的인 생採面은 아무래도 感覺的ξ로나 心理的으로 좋은 印趣을 주 

지 못하으로 水平帶狀， 모자이크， 쐐 기 (種)形 等의 t강區률 만들어 생採面이 보이 지 않게 하 

는 方法이 었고， 행採面이 보인다 해도 自然的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찌採區를 設計하는 「다자인」행區를 考慮할 수 있다. 

다음에 順序에 따라 寶例를 링 l用하면셔 이들 代區의 形과 施業上의 特徵을 說明코자 한 

다. 

(1) 水平帶않區 

가장 普遍的인 風致댁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方法은 等高線에 따라 佳區와 保護區를 

交互해서 設定함으로서 f강區를 週藏하도록 하는 方法이다， 結局 이 方法은 숲이 우거진 산 

속에 等高線을 따라 道路를 開設하였을해 이 山에서 떨어진 相對便에서 바라보았을때 道路

가 보이지 않고 完全한 숲A로 덮여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原理를 利用한 것으로서 風致

林을 바라보는 跳뿔地點(observer position)과 風致林의 等高線과의 關係에서 設計가 이루 

어지게 된다. 實例를 들면 日本의 熊本營林局 都城營林暑 (8) 에서 實行한 水平帶생區는 다음 

〈圖 4-1)과 같은 林相을 나타 내 고 있다. 이 를 實行한 國有林은 머I立 公園의 背景、이 되 는 

(8) 高橋成A 外2A. r風致維持ξ考慮l， t.: 等高線帶狀tJ<:採ι。 v、-C J. 國有林技術닮究發表集• ÄJν~ 

:r. A Wf究會 ,1972,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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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4-1) 않區 平面圖와 風致想!定圖

山林으로서 公園으로 부터 의 Jfr.離는 600m"'-'lkm이 고 山頂까지 의 高低差는 200m가 되 며 또 

한 1 "'-'4 km地點에 國道가 있어 이 山林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條件이 되어 있다. 

이 方法에서 찌致絲해上 考웹된 펄項을 들면 CD {:\G採後 林相의 變化가 f훌때11되는 빠業일 

것 @ 經i쩍的으로 採算이 맞는 파業일것 밍 {강採펴;地의 更新이 可能할것 @ 一定視點 또는 

짧合된 }냈態‘의 !퍼L않은 常綠이 어 야 할것 원 네 가지 點을 들고 있 다. 

(2) r모 자이 크」αl펄 

水平및 上下 共허 씨區외 保殘區을 交효해서 設定하는 方法이다. 이 fμ區의 形은 〈圖 4-

2>의 모양으로 되 어 있 다. {ι區의 i웰定은 等高線에 띠 라 뺨狀 또는 交互代採를 해 서 {갓採木 

의 搬出옆의 支障;↑;이 월小로 되 도록 現地서 充分히 檢討하여 決定하여 야 한다 (91 實例로 

日 本의 富土山은 最近 山麗에 서 올라 다 보는데 限하지 않고 山짧에 돌아올라간 車道에 서 

내 려 다보는 경 우도 生覺하여 施業을 行하지 않으면 안되 게 되 어 이 方法을 擇하였으며 짜 

採區는 보다 細分된 갇았計를 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αl훌는 짧 300m 따 100m의 3ha 橫·쁨‘狀을 基本으로 하고 lha 以下의 {쳐採歐地는 보인 다 

(9) IJ、林良 外JÁ ‘ 「富上國有f.:. :Iö η 정風줬拖業 k 、 τ@考쩔 J . 國;터林技~ÏWf究發表集 • Ã !I~.r. A Wf究
험 1970.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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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全體의 風致에 대해서는 鎭傷이 없다는 思考에서 行해진 것이다. 

그 結果， 實際的으로 作業地의 條件에 따라 3ha 以上의 것도， 或은 2ha 以下의 것도 있는 

等 어느 程度의 福은 생기고 있다. 施業의 評價는 風致上의 目的이 達成되었다는 報告가 

있다. 

(3) 쐐 기 (模)形탱區 

小面積 不等邊三角形의 頂點이 山頂을 向한것과 外{則을 向한것을 交互해서 設定하고 皆

代區와 擇~區를 組合하는 것 이 다 (1이 

〈圖 4-3>이 그 생區設定圖이다. 皆댐區의 챔採와 保殘區의 間f칭을 同時에 寶施해서 같은 

集材線에 雙方의 木材가 실려 運搬할 수 있도록 考案된 것이다. 이 皆댐區의 造林木이 間

-택輪에 達했을해 탱區를 遊轉시켜 保殘區에서 主생과 더불어 間찌을 實行하게 된다. 

딛득금 

團짧펌펌 

〈뼈 4-3> 쐐 기 形않區設定圖 

N 

4
l

十

알f깐E 

n~f"l:;G: 
(*짧i:;t f J;:) 
i감村썼 (MITID 
集샤행 (:，l:: f깅) 

(10) 板口勝美， r: .n~'t;， v森林施業J， 東京， 全國林業改良普及協會， 1975,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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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方法은 日本의 大限 營林局 山微營林흩홀에서 寶行한바 있는데 그 結果는 CD 選斷效果
가 發揮되 어 생採面積。1 實際面積보다 작은 印象을 받는다.@ 變化있는 山林美(생區의 形，

二段林， 樹幹의色)가 彈調되 고 있다. 

(4) r다자인」없區 

劃一的인 ~區를 하지않고 代採麻地가 景觀속에 自然히 묻혀버리도록 「다자인」하는 形이 

다. 따라서 地域에 따라 形은 一定하게 되 지 않는다. 

事例로서는 日本의 北見營林局 짧里營林暑(11) 에서 行한것으로서 對象地는 짧里톰이다. 

씹里머I에서 언제 나 보이 는 位置에 있을 뿔아니 라 登山者도 많이·서 風짧에 相當한 配慮를 

해 야 할 山林이 다. 設計方針부로는 @ 周圍뼈liJ量을 容易하게 하기 위 하여 直交 두 方向으로 

한다. (g;\ 모양은 25r매스」目을 쓴다.~ 皆~區 맞 擇fx.區는 遠뿔되는 地點에서 보아 直角

에 가까운 모양을 하도록 配慮한다.J) 흩룹f칭區와 擇f효區의 面積lt率은 大略 50%가 되 도록 

配慮한다. @ ~量風이 부는 特妹條件을 考慮、해서 擇代區의 福은 50rv150m를 基準으로 한다 

는것 等이다. 

JL{섯j 

[그--_. 皆 fX 

ε~ ---_. 保殘帶(擇2)

'----' 
100m 

〈圖 4-4) r디 자인 J fX區設定圖 

〈國 4-4)에서 /강區設짝j펴를 나타내고 있다. 皆f청區와 擇댔區의 面積比의 實績은 H%와 

56%이었다. 

나. 設암方法 

{J<區와 保殘林의 l찮꾀 에 있어 서 는 空中 寫휩의 判請， 地形圖플 利用한 現地調훌 等을 通

하여 設~t하는 方r;t이 있다(12) 寶際 設감는 風줬視點과 目的林分을 連結하는 視웠을 關係

(11) 양原樹 外lA. r風致훈쯤행t l- t;: fX採ι?ν、"(J, 國참林技術liFf究發表集， 깃 !ì~.:r: Á 빠究용， 1973. 
p. 18. 

(12) 板口麗美， 前根휩.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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式化하여 簡單한 計算으로 않區의 !團을 定하는 簡易計算法과 이보다 精密化한 것으로 空中

憲質法이 있A며 새로 開發中인 것오로 「콤퓨터 그래픽」이 있는데 本文에서는 우리 나라에 

서 쉽게 導入 適用할 수 있는 簡易計算法에 對하여 論하고자 한다. 

簡易計算法은 〈圖4-5)와 같이 없區의 華直距離를 算出하는 式을 나타낸 것￡로서 計算上

留意點은 다음과 같다. 

@ 視點位置 ...... 對象林分을 바라보는 地點中에서 3， OOOm 以內의 地域에서 標高가 가장 

높은 地點을 擇한다. 但 視點이 모두 3, OOOm 以上이 될때에는 最短距離地點으로 한다. 

@ 視點位置...... 쩍採에 依한 林相의 變化를 鍵定하는 것으로서 殘存林을 選嚴物로 하여 

t~區에 接한 上段殘存林分의 어느 地點을 視點￡로 할 것인가를 決定한다. 

@ 林分樹高 ...... 對象林分의 zf'均樹高를 말한다. 

@ 林地碩짧 ...... 地形圖에셔 1휩짧}度를 求한다. 

@ 視線f項짧 ...... 觀點의 標高와 計算하려는 행區位置의 標高 및 그 地點까지의 距離에 依

하여 求한다. 

￥혐福算出式 
a • cosß. sinα 

=ða •.. {l) 
in(ß-α〉

a+6a=H'" … .... … •••. (2) 

〈뻐 4-5) 風致的設計法 其1

現地에 있어셔의 tlG區의 設定은 計훌j圖의 f용區界 編上에 50"'100m의 間隔으로 행區界짧 

을 表示하고 이 標高를 現地의 高低測量에 맞추어 對象林地에 옮겨 가는 方法을 쓴다. 또다 

른 한가지 方法은 〈圖4-6)과 같이 행區의 福을 짧距離로 算出하도록 하는 것이다. 

寶댐l로는 日本의 盛圖營林暑에셔 上記 方法에 依해 設計 한것으료셔 寶際의 {jG採福은 

〈圖 4-7)과 같이 若千좁게 되도록 補正하고 있는데 캘區가 다소 複雜하게 되 어 現地에의 

、設定은 多少 험도는 作業oJ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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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瓚깊7g:;r 
..c:::ilà 

1.-定點에서 跳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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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4-6) 風致的設計法 其2

tM高에 의해 

!iE離의 ~+算

X:H어11 1:衣해서 

힘面長 

2 上記方法에 依해서 算出된 것은 다음 〈圖 4-7)과 

같이 「그래 프」플 그린다. 

山의 i없￡‘}角 

20' 

、~↓

20m 30 40 

〈圖 4-7) 設計「그래 프」 

第표章 結 論

(樹홉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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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쪼斷r되는 

i뿔斷되는 

‘니닷 
」예a 

1꾀致林의 핸業틴바]은 덤然으} 움직 얻에 꿇짧를 두고 우리 λ‘聞이 意圖히-는 方向무로 山林

을 ;젖펴하며 여기서 有形無形의 利益을 얻어내려 하고있다 하겠다. 그러나 現行되고 있는 

{파3&林의 6힘業하\-劃은 1파致林을 管씀하는 홉ij쩔었IJ로 作成原則이 딜 략 혈1장計劃을 樹立한에 

있어서는 各담의 兒解가 크게 相윗할 수 있어 이로 因하여 나다나는 風致林의 形態는 씀 

樣할 것A로 부인다. lt者-는 이 와같은 問題를 解決하기 寫한 하나의 方案으로서 택t致林 

의 5힘業方法 特히 월:觀的 機能과 經i편的擬能의 調쭈口‘뾰을 確保하는 方案을 講究하여 }펴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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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의 公益的인 機能外에 經濟的인 機能도 暴하여 達成할 수 있는 方案에 重點을 두고 짧究 

하었다. 

本 맑究에서는 j훼致林施業에 前提가 되는 條件A로서 審美性， 實用性， 經濟i生， 合自然性

의 4個原則을 考慮하여 施業計劃案·을 作成하여야 할 것을 提案하였으며 風됐林을 利用팀的 

에 따라 自然原狀을 그대로 維持하기 위하여 保護만을 위주로 하는 風致保護地區， 現狀風

致블 整備하고 더 좋은 景顆을 造成해 나가는 風致整備地區， 風致的인 配慮下에 木材生塵

도 積極化해야 할 施業調整地區， AI構造物이 主로 設置되어 利用者들에게 便宜를 提供해 

주게 될 施設地區로 區分하였다. 

그리고 風致林에서의 탱採는 大面積皆댐을避하고 採댐이나 짧代作業을 寫主로 寶行하되 

施業調整區 같은데서는 탱採를 積極化하묘로 皆행作業도 採擇될 수 있다. 이 경우 鳳致플 

考慮한 皆쩍作業 方法으로서는 탱區의 形狀을 水平帶행區， [""모자이크」찌區， 쐐 기 (鍵)形代區

「디 자인」代區 等의 方法으로 設計 實行 한다면 風致에 f물傷을 주지 않고 木材生훌도 可能하 

다는 것을 提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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