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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산림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토지이용방식으로써 

농업, 임업, 축산 등을 함께 혼합하여 조화롭게 운용하는 환경친화적인 독특

한 토지이용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적으로 온대지역에 속

하고 산지에 대한 인식도 환경적 가치, 생태적 가치, 자연적 가치 등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산림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뿐만 아

니라 경제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 새로운 측면에서의 산지이용방식이 검토되

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일부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농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산림농업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채 추진함으로써 그 성과

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농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우리나

라의 기후 및 지형에 적합한 산림농업모델 정립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실

정에 맞는 산림농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산림농업에 대한 개념정리와 더불어 온대지역 국가들

의 산림농업의 동향과 관련 정책들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산림농업의 실태

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산림농업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 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우리나라 산림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연구를 위하여 조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자와 전문가

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05.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대행  허  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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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제 목 : 산림농업의 정책화 방안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림가에게 직접적인 소득 증대효

과를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산림농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내 산림농업 

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산림농업 추진을 위한 정책

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이 연구는 산림농업의 국내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림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분석은 열대지역과 온대지역을 대상으

로 하 으며, 개별 국가단위에서는 산림농업 관련 제도 및 기구가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연구의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그 대상을 산지로 국한하 다.

4.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온대지역의 산림농업은 산림농장(forest farming), 임간축산(silvopasture), 방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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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windbreak), 수변완충림(riparian buffer strips), 임간재배(alley cropping) 등 크

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우리나라 산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유형은 나무아래의 하층공간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산림농장, 임목

과 축산을 혼합하여 관리하는 임간방목형태의 임간축산, 작물과 나무를 번갈

아 일직선 또는 군상으로 심어 생산하는 임간재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림농업은 산주 및 산촌지역 주민들에게 단기적으로 소득

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9년 이후 산림청의 산림복합경 사업이라는 이름으

로 정부 지원 하에서 시작되어 2005년 현재 전국적으로 168개소에 이르며, 

유형별로는 단기소득사업중심형, 목재생산중심형, 복합산지관리형 등의 형태

로 추진 중에 있다. 산림농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사

업자의 측면에서는 투자재원 부족과 행정처리 과정, 노동력 부족 등이 문제

로 지적되었고, 관계 공무원은 지원사업 이외의 사업을 요구하거나 산림형질 

변경 요구 등이 주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행 산림농업 유형이 현장과 괴리가 심하며 각 

유형별로 차별화된 경 전략이 부재한 채 산지 개발 위주로 경 이 이루어

짐으로서 산림농업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고, 산림농업 지원 이후 사

후관리 및 평가제도가 미흡함을 들 수 있다. 한편, 앞으로 산림농업이 잘 추

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체의 열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

었으며 그 이후에 사업비 지원, 행정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하여 외국의 경우 재정지원이 연방정부․주정부․사적 기관 등 다

양하며, 지원대상도 소득사업․농지보전사업․야생동물보호사업․수변임지

보호사업 등 매우 다양하다. 한편, 재정지원 부처와 지원대상이 다양하여 지

원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하고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에

서 벗어나 교육제공 등 비교적 다양하다. 또한, 산림농업의 시업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온대지역의 경우 시업법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는 실

제 정책적인 지원에 있어서 모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단순한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다섯 가지 시업방법을 정책지원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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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모두 포함시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산림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장실정에 맞는 모델 정립 

및 관리전략 개발과 산림농업의 기술개발과 확산으로 산림농업의 생산을 효

율화하고 둘째, 산림농업을 지역임업 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 가공식품 개

발로 부가가치의 제고 및 지속적인 판로개척, 품질인증제도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기반 구축 등으로 가공 및 유통분야를 효율화하며 셋째, 체험사업 등을 

통한 지역자원 활용도 제고 및 산림농업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다양화와 법

적 기반 강화와 같은 산림자원 활용 및 지원시스템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산림농업의 정책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지원단계, 

투자지원단계, 경 지원단계, 사후관리단계 등 단계별 추진체계를 명확히 구

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면서 차별적인 추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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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he objective of the study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way of encouraging agroforestry practices in  

Korea by way of investigating current situations of agroforestry and finding 
the problems of performing policies for agroforestry. In addition, agroforestry 
related policies of other countries were analyzed in order for finding 
possibility of appling to the Korea.   

2. The study findings
The models of agroforestry are basically categorized as five ways of 

practices, Forest farming, Silvopasture, Windbreak, Riparian buffer strips, and 
Alley cropping. Although the way of model categorization is the way of 
modeling in the temperate zone, it is fundamental and applicable to other 
areas.  

Among the models, forest farming, silvopasture, and alley cropping are 
considered as adequate models for raising farmer's income, and became 
popular models for underdeveloping countries. However the rests are more 
environmentally oriented, and common practices for advanced countries. 

Agroforestry in Korea began in the year of 1999 in order to provide 
interim income to the owners of forest who were mostly suffered by the lack 
of income from management and investment of forests. The project for the 
agroforestry started as a name of "a complex management of forest for 
multiple uses", and expanded to  168 sites hiring codes of agroforestry 
practices supported by government funding. Three models, Short-term income 
providing model, Timber producing model, and Multi-products producing 
model were set up. 

Several problems were indicated during the application of agroforestry 
practices and its related policies. Most of investors in agroforestry felt that  
financi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were always short and especially 
needed after the first year of investments established. They also com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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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 of administration were slow and out of date mostly. They are also 
suffered the shortage of labors in the country side and eventually elevated 
labor costs. The government officials expressed other problem of supporting 
agroforestry. The problem is that the purpose of appling agroforestry  practices 
are not earning money by producing forest products but converting forest lands 
to other uses which ended in the leaf of prices of land.

Additional problems are also exist. The models classifi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re not quite well fitted to the real world. This resulted in the 
lack of management strategies for an individual model. This means that those 
models are not applicable in the real world, and the financial and other aids 
may not be provided properly. 

US government, which has the best supportive system in the world,  
provides various assistant programs by adopting multi-phase agroforesty related 
policies. The US government considers all five agroforstry management models 
equally important and provides the same amounts of support. This means not 
only production activities but also conservation activities are supportive. The 
sources of funding are various, meaning that private sectors are active to 
provide specific funds. The ways and methods of supports are various,  
meaning that developing skills and educating services are provided too.

In conclusion, in order to activate agroforestry practices, several 
strategies are suggested.

1) The management models should be revised and re-established by 
considering the way of application to the real world. 2) The code of practices 
of individual agroforestry models should be developed and scattered by way of 
educating forest owners. 3) Regional agroforestry cluster can be a solution of 
acquiring economies of scale and value adding processes by processing a large 
amount of agroforestry products in the confined area. 4) The support systems 
for agroforestry should be revised and set in goo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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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배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의 산림은 국토 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의 원천

이지만, 대부분의 산림자원이 아직 가꾸어야 할 육림단계이기 때문에 목재생

산에 의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산림생산 구조의 특

성상 임업생산액이 극도로 미약하기 때문에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

써 목재이외의 임산물 생산을 확대하여 임업의 경 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노동력 부족과 기계화 문제 등으로 경작이 어려워지는 한계농지의 

활용 문제는 농산촌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우량농지의 보전 등 환경 문제

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같이 산지와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업 현장에서 농․림․축산 분야를 연계한 산림농업 

시스템 개발에 대한 수요의 증대 등 산림농업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급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 기술을 현장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

  산림농업은 방치되고 있는 한계농지와 산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

써 농림가에게 직접적인 농림소득 증대효과 뿐만 아니라 농림지의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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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산림생태계 유지와 국토자원 보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산림농업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외

의 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러한 산림농업을 현장화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산지이용․산림정책 과제와, 행정적․법적․제도적․재

정적 뒷받침 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림가에게 직접적인 소득 증대효

과를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산림농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내 산림농업 

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산림농업 추진을 위한 정책

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산림농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열대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

었으며, 산림농업의 이해와 관련제도, 정책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P.K. Ramachandran Nair(1993, ICRAF)는 산림농업에 대한 소개, 산림농업 시

스템과 실행, 작물 생산성, 나무의 다양한 역할, 나무와 작물간의 상호작용, 

토양과 나무와의 관계 등을 연구하여 제시하고 있다.

  Kenneth G. MacDicken 외(1990, WILEY)는 산림농업의 구분, 산림농업 진단

과 설계 이론, 지역에 따른 사례를 통한 산림농업(다습한 열대지역, 건조한 

열대지역, 고지 열대지역, 온대지역) 등을 통하여 산림농업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H.E.(Gene) Garrett 외(2000, ASA)는 북미지역의 산림농업을 소개하고 있으

며, 산림과 농업이 상호 연계된 토지이용관리전략으로써의 산림농업의 발전, 

생태학적인 관점, 미국에서의 산림농업에 대한 개념과 현장 적용 사례, 그리

고 산림농업의 각종 유형별 사례를 통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3

  P.K. Ramachandran Nair(1989, ICRAF)는 산림농업의 역사, 개념, 아시아 태평

양 지역에서의 산림농업,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산림농업, 남미의 산림농업시

스템, 산림농업의 생산적인 면과 보호적인 측면의 역할을 사례와 더불어 분

석하고 있다.

  Anthony Young(1989, 1997, CIP)는 산림농업과 토양관리, 지속성, 토양관리

에서의 나무의 향, 산림농업과 토지이용 그리고 환경의 관계, 나무와 토양, 

수자원, 물리적 관계 등을 사례와 더불어 분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산림농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고 다만 

부분적으로 약초나 식용식물을 산지에서 재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분

적으로 수행되었다.

3. 연구내용

◦ 산림농업의 개념

- 산림농업의 개념

- 산림농업의 유형

◦ 국내외 산림농업 사례 및 관련 정책 현황 조사

- 국내외 연구 및 지도기구 운  현황 조사

- 국내외 산림농업 사례 분석

- 국내외 산림농업 관련 정책 현황 조사

- 국내외 산림농업 관련법 조사

- 국내외 산림농업 지원제도 분석

◦ 국내외 산림농업 관련정책의 문제점 파악 및 시사점 검토

- 국내외 산림농업 관련 농지․산지․농림정책의 문제점파악

- 국내외 산림농업 관련정책의 시사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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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농업 정책화 방안

- 산림농업 정책 프로그램 개발 

- 산림농업 정책목표와 수단

- 산림농업에 관한 특별법 등 법적․제도적 정비

- 산림농업을 위한 정책추진 체계 수립

4. 연구방법

  산림농업을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농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지원제도를 면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와 기후, 농산촌의 사회구조, 농림업의 경 형태 등이 유사한 온대지역을 중

심으로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선진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우

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미국, 국, 중국 등

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와 현지 출장조사를 병행하 다.

  국내 산림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

로 산림농업 관련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리고 국내 산림농업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농림복합경  선도 농림가에 대한 현장조

사를 통하여 산림농업의 정책화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 다. 

  국내 산림농업 관련정책과 법적․제도적 실태분석 결과와 외국의 사례연

구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산림농업 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추진

하는데 필요한 관련 행정적․법적․제도적․재정적 정책화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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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산림농업의 개념과 정책범위

1. 산림농업의 개념

  산림농업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

다. 1977년 Bene은 ｢산림농업이란 농작물과 목재생산 그리고 축산을 동시에 

조화시켜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지역민들의 경작방법과 어울릴 수 있

는 경 실천을 응용하여 적용하는 토지의 지속 가능한 경  시스템｣이라고 

정의하 다.

  열대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림농업의 개념은 ICRAF(International Centre for 

Research in Agroforestry)의 Ludgren & Raintree에 의해 1982년에 정립되기 시작

하여 1989년 Nair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Nair는 ｢산림농업이란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지역과 한계지에서 동식물의 

총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목과 농작물, 가축을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

로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토지이용시스템｣이라고 정의하 다. 

  MacDicken & Vergara는 Nair의 정의를 토대로 ｢산림농업은 생태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을 위해서 농업생산(축산생

산)지역에 다년생 수목을 식재하여 나무와 농작물을 혼합시키고, 이를 체계

적으로 유지하는 토지이용｣으로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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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대지역에서의 산림농업에 대한 정의는 1994년 Garrett 교수가 열대지역의 

산림농업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하여 ｢산림농업은 나무나 관목이 의도적으

로 농작물이나 축산과 조합될 때 생성되는 생물물리학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얻어지는 물리적, 생물적,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들을 최적화시키는 집

약적 토지이용 경 ｣이라고 규정하 다.

  미국 산림농업 종합평가서는 ｢산림농업을 생산과 보전을 위한 집약적인 

토지이용 경 체계｣라고 정의하면서, 새로운 접근을 위한 시도로 임목이 작

물 또는 가축과 함께 성장할 때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 고, 경

 시스템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구조와 기능을 시간․공간과 생물

다양성으로 재설정하 다.

그림 2-1. 산림농업의 개념

임업만을 목적으로
한 산림

단일 농작물재배
  통합시스템

 산림농업  (Agroforestry)
(A)

농업 산림

단일  및 
다작목 재배

이동식 경작 

임간재배

생태적 
관리시스템

대체조림
재배 

산림농장

목재 생산  
조림  

(B)

(A) 산림농업은 단일 농작물 재배와 임업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산림경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로서 인식

(B) 농업과 임업을 양극으로 하여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서의 기능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산림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토지이용방식으로써 농작물, 원예작물, 축산과 수목, 임산부산물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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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하는 토지이용시스템 혹은 경 을 의미하며,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나무

와 농작물, 가축 등을 다양한 형태로 혼합하거나 통합하여 환경적․생태적․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토지이용체계를 의미한다.

2. 산림농업의 구분

  산림농업은 구조(구성요소의 성질과 배열), 기능(구성요소의 역할과 생산

물), 농업생태계와의 관계, 사회경제적 측면과 경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4가

지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 다.

표 2-1. 산림농업 시스템 구분

구조와 기능을 기준으로 한 산림농업 시스템 경 형태에 따른 산림농업 시스템

구조

(구성요소의 성질과 배열)
기능

(구성요소의 역할

 혹은 생산물)

농업생태계와 

환경적인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과 

경  수준
구성요소의 성질 구성요소의 배열

1) 농업+임업

(Agrosilviculture)

: 농작물, 임목

2) 임업+축산

(Silvopastoral) 

: 임목, 가축

3) 농업+임업+축산

(Agrosilvopastoral)

: 농작물, 가축, 임목

4) 기타

: 다목적용 임목지, 

 나무가 있는 농업,

 나무가 있는 양식업

1) 공간적측면

ㅇ 식형(홈 가든형)

 - 나무와 다른 작물 식

ㅇ조방형(임간방목형)

 - 나무와 다른 요소간의 

공간이 넓음

ㅇ고랑형

 - 한 줄 혹은 그 이상의 

나무 줄이 형성되어 

있고 그 줄 사이로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

ㅇ경계형

 - 농지나 기타 장소에 

경계를 이루는 나무

2) 시간적 측면

 - 동시성, 부수성

 - 이중성, 연속성

 - 삽입성 

1) 생산기능

 - 식량

 - 사료

 - 연료

 - 목재

 - 부산물

2) 보호기능

 - 방풍림

 - 은신처

 - 토양보전

 - 수원함량

 - 토양개량

 - 그늘진 휴식처

ㅇ대상지

 - 저지대 습한 열대지역

 - 고지대 습한 열대지역

   (안데스, 인도, 말레 

이시아와 같은 해발 

1,900미터 이상 지역)

 - 저지대 약간 습한 

열대지역(아프리카 

사바나지역, 남아메리카 

세라도지역)

 - 고지대 약간 습한 

열대지역(케냐, 

에티오피아)

1) 기술의 투입 정도

 - 낮은 투입

 - 중간정도 투입

 - 높은 투입

2) 비용편익 기준

 - 상업적

 - 중간재

 - 생계형

자료 : Nair (Classification of agroforestry system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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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산림농업의 구조 즉, 구성요소의 성질과 배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다. 구성요소의 성질에 의한 구분은 어떤 구성요소들로 구성되었는가가 기준

이 되며, 구성요소의 배열에 따른 구분은 공간배치의 형태에 의한 공간적인 

측면과 구성요소의 시간적 배치 형태에 의한 시간적인 측면이 기준이 된다.

  둘째, 기능에 따른 분류로써 구성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최종 생

산물을 생산하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셋째, 지역의 농업생태계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구분으로서 대상지의 

기후적 특성, 미세기상, 고도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넷째, 사회․경제적 측면과 경 수준에 따라 구분하는 형태로써 기술의 투

입정도와 경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3. 산림농업 유형

  산림농업의 개념과 산림농업시스템 구분 기준에 따라 산림농업을 유형화할 

경우 여러 형태로 구분될 수 있으나 열대지역과 온대지역은 약간 달리하고 있다.

3.1. 열대지역 산림농업 유형

3.1.1. 농장경계림(Farm Borders)

  농가간의 농지에 대한 경계로 나무를 심은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방풍

림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키우기도 한다. 아프리카에서는 가축들의 울타리

로도 사용하는데 아프리카와 중국등지에 흔하고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많다.

3.1.2. 생울타리(Living Fences)

  Farm Border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울타리로의 활용이 주 되고 

Farm Border에  비해 나무들이 집약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세계각지

에 흔하고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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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방풍림(Windbreaks)

  밭작물 등이 바람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바람에 의한 직

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토양을 건조를 줄이는 등의 이득도 있다. 하와이 등 

해안지역에 많이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주도 등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방풍림이 많다.

3.1.4. 간작(Hedgerow Intercropping)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구분되는데 경사진 농지에 침식을 줄이기 위한 것

으로 Sloping Agricultural Lands Technology(SALT)의 일종으로 활용되고, 또 하

나는 척박한 농지에 질소를 고정하기 위해 NFT(Nitrogen Fixing Tree)를 활용

하여 Alloy Farming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필리핀 등 열대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3.1.5. 임간재배(Wide-row Intercropping)

  목재를 생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경 하는 방법으로 Allow Farming에 

비해 나무간의 거리를 멀리하여 나무와 작물간의 경쟁을 줄여서 생산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케냐 등 아프리카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3.1.6. Shade and Nurse Trees 

  커피나 차, 카카오와 같이 그늘을 좋아하는 작물을 위한 경작 법으로 그늘

을 만들어 줄 뿐 아니라 토양에 양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도

네시아 등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3.1.7. Support trees

  바닐라, yam, 검은 고추와 같은 덩굴식물은 이를 지지하는 나무가 필요한

데 지지대로 활용하는 나무를 같이 심는 방법으로 코스타리카 같은 곳에서 

많이 하는 경작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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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Fodder Bank

  가축들에게 사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초지와 함께 가축사료로 제공되는 

나무를 심는 시스템이다. 하와이, 코스타리카 등지에서 많이 경작하고 있다.

3.1.9. Pasture improvement 

  기존의 초지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혜택이 있다. 우선 

나무의 잎이나 줄기 등으로 사료의 양을 증가시키고, 초지에서는 가축들에게 

그늘을 제공하여 건강하도록 한다. 하와이, 코스타리카 등지에서 많이 사용

하고 있다.

3.1.10. Taungya

  신규 조림지에서 묘목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묘목사이로 작물을 심

는 방법으로 태국 등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더덕 등을 생산

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3.1.11. Improved fallow

  NFT 등을 조림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농법으로 윤작지등에서 활용하

고 있는 방법이다. 필리핀 등지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3.1.12. Land Rehabilitation

  오랜 경작으로 인해 토양이 최대한 나빠진 농지에 나무를 심어 땅심을 높

이는 방법으로써 코스타리카 등지에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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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열대지역의 산림농업 유형

유형 특징 사례

① Farm Borders
농가간의 농지 경계로 나무를 심

으며, 방풍림의 역할도 수행

아프리카와 중국 등지, 

제주도

② Living Fences
Farm Border와 유사하나 울타리로

의 활용이 주 됨.
세계각지, 제주도 

③ Windbreaks
밭작물 등이 바람으로부터의 피해

를 줄이기 위한 것

하와이 등 해안지역, 

제주도 등

④ Hedgerow 

   Intercropping

경사진 농지에 침식을 저감하고, 

박한 농지에 질소를 고정
필리핀 등 열대지역

⑤ Wide-row 

   Intercropping

목재 생산이 주 목적인 경 으로 

나무간의 거리를 멀리하여 나무와 

작물간의 경쟁을 최소화 

케냐 등 아프리카

⑥ Shade and 

   Nurse Trees 

커피나 차, 카카오와 같이 그늘을 

좋아하는 작물을 위한 경작법
인도네시아 등

⑦ Support trees

바닐라, yam, 검은 고추와 같은 덩

굴식물과 함께 지지대로  활용하

는 나무를 같이 심는 방법 

코스타리카 등

⑧ Fodder bank

가축들에게 사료를 제공하는 목적

으로 초지와 함께 가축사료로 제

공되는 나무를 심는 시스템임.  

하와이, 코스타리카 등지

⑨ Pasture 

   improvement 
기존의 초지에 나무를 심는 것 하와이, 코스타리카 등지

⑩ Taungya
신규 조림지에서 묘목사이로 작물

을 심는 방법

태국 등지, 우리나라 

(더덕생산 등)

⑪ Improved fallow
NFT 등을 조림하여 토양 비옥도제

고 (윤작지등에서 활용) 
필리핀 등지

⑫ Land rehabilitation
오랜 경작으로 토양이 나빠진 농

지에 나무를 심어 지력 회복  
코스타리카 등지

3.2. 온대지역 산림농업 유형

  산림농업의 구조와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산림농장(Forest Farming), 임간축

산(Silvopasture), 방풍림(WindBreak), 수변완충림(Riparian Buffer Strips), 임간재

배(Alley Cropping)로 유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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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온대지역의 산림농업 유형

산림농업유형 특징 유사사례

산림농장
(Forest Farming)

농작물과 수목의 혼재 형태
 - 수목하층공간 활용

장뇌재배, 노지표고재배, 
임간 고추냉이재배

임간축산
(Silvopasture)

임목과 목축을 혼합
 - 목재생산과 축산병행

임간방목(소, 염소, 산양 등)

방풍림
(WindBreak)

경작지의 가장자리에 방풍용 
수목 식재

방풍림(해안, 경작지)

수변완충림
(Riparian Buffer Strips)

강이나 호수와 같은 수원지
역과 경작 또는 생산지역 사
이에 나무를 식재

홍수방지 숲
오염물질흡수 숲

임간재배
(Alley Cropping)

작물과 나무를 번갈아 일직
선으로 심어 생산력 향상

과수와 농작물의 재배 

3.2.1. 산림농장(Forest Farming)

  산림농장은 농업과 임업의 복합형태로 농작물과 수목이 혼재하여 이루어지

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산림의 하층부에 음지에 강한 작물을 심어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인데 장뇌나 표고버섯의 재배가 대표적이다. 임지에서 목재

생산과 함께 농작물 생산을 병행하는 형태로 자본회전기간이 길어 수익률이 

그림 2-2. 산림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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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임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기소득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자본회

전기간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산림농장으로 이용되는 임지의 경

우 태양에 완전히 노출되지 않고 어느 정도 그늘이 지기 때문에 재배작물은 

내음성이 강해야 한다. 그리고 태양에 노출되는 다른 농지보다 토양수분이 

많고 임내습도가 높기 때문에 내습성이 강한 작물이 적격이다.

3.2.2. 임간축산(Silvopasture)

  임간축산은 임목과 목축을 혼합하는 시업체계로서 목축은 유기물질을 나

무에게 제공하고 나무는 먹이나 그늘을 제공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형태

이다. 임지에서 초지를 조성하거나 방목함으로써 목재생산과 함께 가축생산

을 병행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임간축산은 임지에서 목재생산과 더불어 초지

를 조성하거나 임내에 임간방목을 실시함으로써 인공사료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조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축의 생산 원가를 낮

출 수 있다. 그리고 성림지의 경우 가축의 배설물로 인해 시비효과를 가져와 

토양이 비옥하게 되며, 사료비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가 절약되어 생산원가

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2-3. 임간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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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방풍림(WindBreak)

  방풍림은 기능을 강조한 형태로써 바람에 약한 작물이나 가축을 보호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작지의 가장자리에 바람막이용으로 나무를 심

는 시업 체계를 말한다. 방풍림에는 농경지 방풍림과 농장이나 목장 방풍림

으로 크게 나눈다. 농경지 방풍림은 바람에 의한 건조를 막고, 저온에 의한 

피해를 줄여줌으로써 작물의 수확량을 늘리고, 품질을 높여 주며, 토양유실

을 막아준다. 또한 동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해 주고 주위의 산과 연결될 수 

있는 동물의 이동통로로서도 이용된다. 농부들에게는 더운 여름날 그늘을 제

공함으로써 휴식공간을 마련해 준다. 

  식재수종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식재지의 토양과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인접한 작물과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관 폭이 좁고 뿌

리가 넓게 퍼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해충,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강한 바람에 의한 줄기나 가지의 파손이 적고 한해에 강해야 한다.

  농장이나 목장방풍림은 바람 및 눈 날림, 모래 날림 등으로부터 농장 및 목장

의 가옥과 가축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써 특히 겨울에 바람을 막아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목장에서는 초지 중간에 군상으로 또한 한 두 나무를 식재함

으로써 가축들에게 뜨거운 직사광선을 피하게 해 주고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그림 2-4. 방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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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수변완충림(Riparian Buffer Strips)

  수변완충림은 강이나 호수와 같은 수원지역과 이에 근접한 농업이나 축산, 

산지와 같은 경작 및 생산지역 사이에 나무를 심어서 상호간의 역할을 최적

화하는 시업체계이다. 예컨대 침식을 방지하거나 경작지대에서 유출되는 오

염물질을 걸러주고 수원지역에서 발생되는 홍수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시

업체계이다. 식재수종으로써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식재지의 토양과 기후

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홍수피해에 강해야 한다. 그리고 강한 바람에 

의한 줄기나 가지의 파손이 적고 한해에 강해야 한다.

그림 2-5. 수변완충림

3.2.5. 임간재배(Alley Cropping) 

  임간재배는 작물과 나무를 번갈아 일직선으로 심어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시업 체계이다. 임목과 농작물 또는 사료작물 등을 선형으로 식재하는 것으

로써 임목은 바람에 직접 노출되는 바깥쪽에 식재하고 바람에 약한 작물을 

가운데 심어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일한 토지 위에서 다

양한 생산물을 획득할 수 있다. 작물과 사료작물에 있어서는 미세 기상의 조

건을 개선함으로써 수확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고, 낙엽 등에 의하여 작물의 

양분 이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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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임간재배

4. 세계 산림농업 개황

  산림농업은 근본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삶을 위하기 어려울 정

도로 생산 활동이 힘든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농산물, 경제작

물, 가축들은 지속적인 산림농업경작시스템을 통해 생태적이고 경관적으로 

건전한 농산촌지역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 다. 따라서 산림농업은 지역적

으로는 생장이 대체적으로 빠른 나무들과 경작 상에 상호보완적인 농작물들

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식량이 충분치 못한 열대와 아열대 

지역의 개발도상국과 미개발국가들을 중심으로 발달하 다. 이러한 지역들

은 대체적으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이며,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의 산림농업은 대체적으로 식량증산과 일부 경

제작물의 생산을 통해 소위 가족들의 생존을 위한 아홉 가지 필요한 요소 

“식량, 양, 건강, 사료, 에너지, 수자원, 수입, 삶의 장소, 환경” 등을 제공하

는데 있다.  

  한편 온대지역에는 대체적으로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위하는 산림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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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는 다른 관점에서 산림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온대지역은 열대와 

아열대지역과는 달리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산림

농업이 경제작물의 재배나 식량작물의 생산과 같은 농산물의 생산 일변도에

서 벗어나 생태적인 측면과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고려한 환경적인 측면을 

오히려 강조하는 방향으로  산림농업이 위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온대

지역의 산림농업은 경작기술에 있어서 열대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

다. 이는 역시 열대지역에서는 농작물의 작황이나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작물간의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기 때문이

다. 온대지역의 산림농업은 주로 북미, 중국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

근에는 뉴질랜드 등에서도 산림농업형태의 시업법이 시도되고 있다. 

4.1. 열대 아열대지역의 산림농업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인 지역의 산림

농업은 World Agroforestry Centre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World Agroforestry Centre 는 1978년에 International Council for Research in 

Agroforestry(ICRAF)로 시작되었다. 이 단체는 캐나다에서 만들어졌지만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의 토지자원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화전농법의 형태인 slash 

and burn 농법을 산림농업으로 대체하는 등을 통해 식량증산, 가난퇴치, 환경기

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 다. 그 후 2002년에 World Agriculture 

Center로 개명하 으나 일반적으로 ICRAF 불리고 있다. ICRAF의 사업방식은 

산림농업시업법과 관련 작물의 재배법등을 현장 중심으로 연구하고 이를 교육 

등을 통해 지역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ICRAF는 열대와 아열대 지역을 6개로 

나누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ICRAF의 6개 지부는 Eastern and Central Africa 

Regional Programme, Southern Africa Regional Agroforestry Programme, Sehel Ahel 

Regional Programme, Southeast Asia Regional Programme, South Asia Regional 

Programme, Latin American Regional Programme 등이다. 

  ICRAF가 2005-2007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농업 관련 사업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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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Land and People

  이 사업의 목적은 1) 토양의 비옥도를 종합적으로 높여서 농촌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2) 농산촌의 생산적인 풍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양과 수자

원을 보호하고, 3) 산림농업의 관리기법의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농업생산시

스템을 유지하는 등 토양의 상태를 개선하여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4.1.2. Trees and Markets

  이 사업의 주요 목적으로는 1) 목재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을 분석하

고, 2) 산림농업에 필요한 수종의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종자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3) 수목재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수종을 지역에 고착화 

시키고, 4) 수목 재배시스템에 대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5) 지역의 풍경을 

위해 수종을 다양화하는 등 수목과 산림자원, 그리고 임산물 시장을 통해 지

역의 산림농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다. 

4.1.3. Environment Services

  이 사업의 주요 목적으로는 1) 산림의 수자원 함량 능력을 제고시키고, 2) 

지역의 산림모습과 풍경을 위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3) 지역의 기후변화

를 줄이기 위해 산림농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4) 환경보호와 농촌개발

을 조화롭게 하는 등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산림농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다.

4.1.4. Strengthening Institutions

  이 사업의 목적은 1) 농업에 관련된 연구기관과 시스템을 강화하고, 2) 개

발기구와 시스템에서 산림농업에 대한 몫을 늘리고, 3) 교육기구와 시스템을 

강화하고, 4) 농업관련 기구간의 협력과 정보교환을 강화하여 산림농업에 관

한 기술개발과 이의 확산, 정보제공 등을 관련기관의 역량과 교류 등을 통해 

확대하자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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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African Highlands Initiative(AHI) 

  이 사업은 아프리카 고지대 농업지역의 생산성 저하를 이겨내기 위해 

ICRAF가 산림농업기법에 관한 기술개발과 교육 등을 제공하고, 지역의 자치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산림농업 관련사업에 대한 제도 개혁, 산림농업 경

기법의 개발과 이를 지역주민에게 지도하는 등 산림농업 기법을 전반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에 제공하고 지역의 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적으로

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4.1.6. Alternatives to Slash & Burn(ASB)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의 생태파괴 원인인 Slash 

& Burn이라는 경작법을 대체하는 경작법으로 산림농업을 채택하여 ICRAF가 

이를 해당지역에 기술을 지도하고, 관련된 경 기법을 확산시키고 있다.

4.1.7. Sloping Land Conversion Program(SLCP)

  중국에서 25도 이상의 경사 농지가 토양침식 등의 위험으로 인해 경작이 

힘든 경우가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무를 심는 보완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경사가 심한 지역에서 조림을 할 경우 농가에게 곡식과 

양식, 그리고 재정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약 20개 성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적용하면서 기술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ICRAF China에서 산림농업기법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4.2. 온대 지역 산림농업 현황 

  온대지역의 산림농업은 열대 아열대 지역의 산림농업과는 경작법에 있어

서 성격이 매우 다르다. 즉 열대나 아열대 지역이면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산

림농업의 주요 경작법이 작물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고 가능하면 경제작물

을 효과적으로 생산하는데 있다. 반면에 온대지역에서는 시업법에 있어서 작

물의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노동력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식에 관심이 

있다. 또한 주요 관리모델은 토양침식을 방지하거나 야생동물의 보호,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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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풍치자원 확보 등과 같은 친환경적인 시업법을 주로 채택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온대지역이면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국가

들이 추구하는 산림농업은 농․임산물의 생산에 주력을 하는 Alley cropping, 

Forest farm, Silvopasture 보다는 환경보호가 중요한 Riparian buffer stream 과 

Windbreak를 중점적인 시업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4.2.1. 유럽의 산림농업정책 현황

  유럽에서는 화학비료 및 농약의 지속적 투입으로 인한 토지생산성의 증가와 

인구의 정체로 인한 식량 공급의 과다 현상이 지속되어 농지 이용에 대한 새로

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1996년부터 매

년 3만ha의 농경지를 재조림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산지에서는 비임업적 이용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 전체 토지 가운데 산

림의 구성비율이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지의 농업적 이용

뿐만 아니라 초지 또는 목초지로써의 이용이 매우 활발히 추진되었는데 이

는 기후와 지형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의 산림농업은 과거로부터 경작을 위해 토지를 개간하면서 일부 나

무를 남겨두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형태의 산림농업은 hedgerow(경작지 

주위에 울타리 형태로 나무가 형태), 또는 bocage(농경지와 숲이 혼재하는 형태), 

dehesa(목장지나 농경지내에 나무가 있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분되고 있다.

표 2-4. 유럽에서의 산림농업의 유형과 문제점

온대지역 유형 유럽지역 형태 특징 또는 문제점

산림농장 - 거의 발달하지 못함

임간축산

임간방목 시스템

- 대규모의 목초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 향이 크고 
나무들의 본포 도가 낮음
- 임간방목동물이 대동물이냐 아니면 소동물이냐에 
따라 임내 관리방법 및 환경 향정도가 달라짐

임목-가축 시스템
(dehesa)

- 방목지역에 임목들 도입하는 방식
- 식재된 임목들의 보호를 위한 비용 증가

방 풍 림 hedgerow - 경작지 주위에 울타리 형태로 나무가 서 있는 형태

임간재배
dehesa
bocage

- 경작 내에 나무가 있는 간작재배 형태
- 농경지와 숲이 혼재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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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에는 기계화된 농업과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두되기 시

작하여 나무들을 열로 세워두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 즉 확대된 구획의 토지

를 따라서 간작식으로 재배하는 과수원과 bocage가 합쳐진 새로운 형태의 경

작방식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임목과 가축 또는 농작물과의 혼용 형

태가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4.2.2. 일본의 산림농업 현황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의 위축으로 산림농업에 대한 의욕이 부진한 실정이

다. 일본은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

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저가 농산물의 유입으로 자국 농민을 보호하는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그 동안의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과 수질오염의 심각성은 농지의 친환경적 활용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

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환경의식의 고양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선호도로 인하여 친환경농업으로의 급속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써 외국 농산물 의존도가 높은 일본으로서는 자국내 농지의 확대보다는 유

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며, 이는 산지의 농지로의 전용 경향에서도 뚜렷하

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80∼1990년에 8만 7천ha에 달하던 농경지로의 산지

전용은 1990∼2000년에는 2만ha로 감소하 다.

  일본에서 산지는 주로 목재생산위주의 관리방향을 추구하고 있지만 열악

한 제반 목재생산 환경으로 인하여 산림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의 임야면적은 국토면적의 67%인 24,919천ha로서 이 가운데 민유림이 

70.4%, 국유림이 29.6%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인공림은 임야면적의 41%

인 10,338천ha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임야면적은 우리나라와 매

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인공림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집중하여 왔다. 하지만 낮은 목재가격과 높은 임금으로 인한 열악한 임업

경 여건으로 인하여 자국내 목재를 생산하는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산림관리의 기본정책방향으로서 산림의 다면적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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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발휘,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순환이용의 추진, 산촌으로 활성화로 구

분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를 위

한 정책적 대안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목재생산이 안고 있는 문제를 환경 측

면에서 해결하려는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역 내 자원의 순환 시스템

을 강조함으로써 외부적인 투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 내 투입과 산출의 

순환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산림관리를 산주의 소득증대라는 측면에

서 고려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농작물의 수입증대와 대외경쟁력 하락으

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에 치중하기보다

는 대국민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적의 공익적 기능 즉, 산림환경 측면에서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역관리를 추진하면서 

산림이 갖는 외부적 효과를 내부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그 사례로

서 수원림조성, 관리 및 비용분담사례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산림관리의 수

익을 목재가치뿐만 아니라 산림의 외부적 가치까지 고려함으로써 산림관리

의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산지 내에서 산림농업을 추구하기 보다는 목재 및 환경자원 관리 

중심의 유역관리시스템과 지역진흥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산림관리방향

을 추구함에 있어서 유역관리시스템의 적용에 의한 국유림과 사유림을 아우

른 종합적 관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산림의 종합적인 이용 및 지역임업 

진흥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은 2001년에 전반적인 산림행정조직

을 개편하여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산지를 농업적 이용 

또는 축산적 이용과 같은 방식의 접근은 상당히 신중한 편이며 이를 최소화

하고 있다. 한 예로 산림관리방향에 있어서 산림농업을 고려한 산림사업방향

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산림정비부의 산림종합이용과 산촌진흥, 그

리고 국유림야부의 국유임야 종합이용추진실에서 산림의 관리방향을 비목재

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일본에서 산림농업의 접근이 가능한 역은 무엇보다도 산촌진흥사업을 

들 수 있다. 즉, 산촌지역의 정주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원

을 창출하는 측면에서의 산지의 복합적 이용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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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산지에서 복합경 은 목재를 중심으로 한 forest farming형태의 산림경

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일본에서는 산림관리의 일환으로서 복합경 을 추진하

고, 산촌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산지이용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이

러한 사업들의 경우 산림농업 유형 가운데 forest farming에 기초한 사업들로

서 농업을 겸한 산지이용형태의 산림농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 즉,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일반적인 산림농업 유형과는 다른 

형태로써 유럽이나 최근 한국의 산림에서 보편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

고 일본의 경우 자국 내에서의 산림농업 추진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

농업의 연구나 시행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개발

도상국들에서 10여 년 이전부터 관련 연구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를 각

국의 농림업에 시험․적용하고 있다.

4.2.3. 중국의 산림농업 현황

  중국은 약 9억 6천만ha에 달하는 국토면적을 가지며, 산림면적은 한때 전

국토의 면적의 9%까지 감소되었지만 그 동안 조림활동으로 현재 전 국토 면

적의 16.6%인 2억 5,667천ha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전국산림자원조사결과

에 의하면 산림은 有林地가 50.1%, 무림지가 28.5%, 관목림이 11.6%, 기타 

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의 산림농업은 경작지의 감소와 인구수요증가라는 이중적인 문제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산림농업이 불가

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1960∼70년대에 대부분의 산림이 농경

지로 전환되었던 시기의 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중국에서 산림농업으로 대표되는 사례는 중국의 북서부, 중앙 북부, 북동

부 지역에서 1978년부터 시작한 “Green great wall"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농

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경지 주변에 방풍림 또는 수림대를 조성하는 방식, 

사구안정 산림의 조성, 토양 및 수원보전림의 조성, 기타 산림 등으로 구성

된 이 프로그램은 특히, 농경지에서 증수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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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산림농업의 주요 형태

종류 특성 비고

농경지 수림대
6∼20ha의 규모로 조성되며, 643천ha가 조성되

었고, 10.7백만 ha의 농경지가 보호를 받음 

북부와 북동부 

지역에 분포

간작
약 2백만ha 정도가 조성되어 있고, 주요 간작 

작물로는 paulownia, , 과수를 들 수 있음.
평야지

기타 수림대
집 주변, 마을, 도로변, 하천부지 등에 조성되는

데 그 동안 70억 그루이상이 식재됨
생활공간

  중국은 사막화의 확대로 사막주변의 농경지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사막화 진전이 많은 북서부, 북부 중앙, 북동부 지역에서는 농경지 

주변의 수림대 조성이 흔한 형태를 보인 반면에 평야지역이나 해안지역 등

에서는 나무와 작물을 혼식하는 간작 경 이 매우 흔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5. 열대지역과 온대지역 산림농업의 차이

  산림농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크게 열대지역과 온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산림농업은 기후적 차이와 사회문화적 

차이, 지형지세의 차이 등 산림농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역간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두 지역간 산림농업 속성들의 차이를 면 히 검토함으

로써 우리나라에 적용함에 있어 중요한 착안점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산림농업의 본격적인 시작은 열대지역 빈곤국가의 경우 빈곤탈피를 위한 

식량생산을 주목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고, 온대지역에서는 열대지역과는 

다른 측면에서 이용되고 있다.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림농업의 여러 가지 속성들 가운데 열대지

역과 온대지역에서 기여하고 있는바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여섯 가지의 

큰 속성들 가운데 세 가지 속성에서는 극과 극의 차이, 두 가지 속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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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차이, 두 가지 속성에서는 거의 동일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극과 극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속성에는 ‘인구과 ’과 ‘토지 및 자원 부

족’,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투입물에 대한 필요성’이란 세 가지가 있다. 

이러한 속성들에서 온대지역과 열대지역간에는 정반대의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대지역에서는 이들 속성과는 관련성이 전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열대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 세 가지 속성들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생계 지향적 속성들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열대지역에서의 산림농업은 생계 지향적 특성을 많

이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농촌 지역 고용문제’라는 속성과의 관련성에서는 온대지역의 경우 ‘중간’ 

정도의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열대지역에서는 ‘높음’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세부적인 속성들을 살펴보면, 온대지역의 경우 소득, 고용, 신뢰성을 

나타내는 속성에 대해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지만 열대지역의 경우 소득, 

고용, 단순 노동력을 나타내는 속성에 높은 관련성을 나타냄으로써 개발이 

중요시되는 사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온대지역은 소득의 안정화, 

신뢰도 높은 사회 등 안정화되고 선진화된 사회가 추구하는 특성을 나타내

고 있다.

  그리고 온대지역과 열대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높은 관련성이 있는 두 가

지 속성은 모두 환경적인 측면이 강하게 반 되고 있는 속성들로써 ‘지속 가

능한 토지이용 시스템 추구’와 ‘환경가치 하락’이라는 속성이다. ‘지속 가능

한 토지이용 시스템 추구’ 속성에서는 온대지역과 열대지역이 전체적인 측

면에서는 속성들과의 관련성에 있어 서로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산림농업의 도입 목적에 따라 세부속성에서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

다. 온대지역의 경우 경제적 생산 최적화와 환경친화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

조되는 반면 열대지역에서는 경제적 생산 극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산림농업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측면에

서 볼 때 열대지역에 비해 온대지역이 토지이용에 있어 지속 가능성의 중요

성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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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온대지역과 열대지역 산림농업의 차이

속 성
관련성

온대 선진국 열대 개발도상국

ㅇ인구 과 관련 없음 높음

ㅇ토지 및 자원 부족 관련 없음 높음

  - 불안정한 토지 및 나무 소유권 관련 없음 높음

  - 성(性)별의 중요성 관련 없음 높음

  - 고유한 지식 관련 없음 높음

  - 토착종의 사용 증가 관련 없음 높음

ㅇ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투입물에 대한 필요성 관련 없음 높음

  - 에너지 : 연료 공급 관련 없음 높음

  - 유기물 : 비료 관련 없음 높음

  - 사료 관련 없음 높음

  - 건축재료 관련 없음 높음

  - 약용작물 관련 없음 높음

ㅇ농촌지역 고용문제 중간 높음

  - 농촌 지역 소득 다양화 높음 높음

  - 새로운 고용 선택권 높음 높음

  - 목조주택 산업의 생성 낮음 높음

  - 신뢰성 높음 낮음

  - 단순노동력 사용 정도 낮음 높음

ㅇ지속 가능한 토지이용 시스템 추구 높음 높음

  - 다양한 경제적 생산을 위해 생산성이 높은 토지의 
대체 이용 높음 높음

  -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변화 필요 높음 높음

  - 이용 촉진을 위한 인식변화 필요 높음 낮음

  - 이용 촉진을 위한 경제적 가치 증명 필요 높음 중간

  - 경제적 생산을 위해 한계지 이용 증대 관련 없음 높음

  - 생산 극대화 필요 관련 없음 높음

  - 생산 최적화 필요 높음 높음

  - 한계지의 바람직한 친환경적 이용을 위해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필요

높음 높음

  - 환경보전을 위해 작물생산 축소 높음 관련 없음

  - 토지이용 시스템을 기존 시설에 부합시킴 높음 관련 없음

ㅇ환경가치 하락 높음 높음

  - 생물학적 다양성 감소 높음 높음

  - 토양유실 증가 높음 높음

  - 수렵용 동물의 서식처 감소 높음 높음

  - 자연 서식처 감소 중간 높음

  - 지구 기후 변화 중간 낮음

  - 사막화 관련 없음 높음

자료 : Michael A. Gold외 3인(Agroforestry nomenclature, concepts, and practices for the US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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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환경가치 하락’ 이라는 속성에서는 온대지역과 열대지역 모두

에서 산림농업이 도입됨으로써 원래 자연그대로의 상태보다는 환경적인 가

치가 하락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열대지역에서의 산림농업이 온

대지역에 비해 환경적인 향에 더 큰 악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열대지역과 온대지역의 산림농업 도입 목적과 실행방법의 차이 그

리고 인식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적인 가치는 산림농업의 특

성상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속성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요소

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온대지역과 열대지역에서의 산림농업의 차이를 종합해 보

면, 온대지역에서는 소득의 다양화, 생산 최적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토지이

용 추구, 환경가치 하락 최소화에 중점을 두면서 산림농업을 실행하고 있고, 

열대지역의 경우는 경제적 생산 최대화, 소득 창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생산 극대화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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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 산림농업의 실태와 문제점

1. 국내 산림농업 관련 정책

  우리나라에서 산림농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식으로 실시한 바는 없

으나 산림농업개념에 준하는 방식들이 전개되어 왔다. 열대지역의 산림농업

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화전(shifting cultivation)은 1979년 이전까지 우리나

라의 산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고, 산림황폐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

다. 특히, 일제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한 경작수단으로 화전을 일구면서 전국적으로 그 면적은 

광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시작된 화전정리사업이 1979년에 완료

되면서 화전민들은 사라지게 되었고, 화전도 산지에서 사라지는 인위적인 과

정을 거치게 되었다.

  한편, 70년대와 80년대에 전국적으로 축산장려 정책추진과정에서 산지초

지조성과 방목이 활성화 되었으며, 이 당시의 산지초지 조성은 대면적의 산

림을 개간한 후에 초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현행 산림농

업에서 추구하는 임목과 초지, 가축의 조화로운 관계를 고려한 방식과는 상

당히 거리가 먼 방식이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산림농업의 시작은 임업진흥촉진법 제정(1997년)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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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소득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조성되면서 가능해졌다. 그리하여 

1999년부터는 산림청의 정책지원사업으로 산지소득사업으로써 산림복합경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임업진흥촉진법”을 개정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2001년)에 산림의 복합경  지원(제9조의2)내용을 신설하여 본격적

인 산림복합경 사업의 추진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산림복합경 사업은 무분별한 산지개간으로 인한 산림황폐화를 막고 임업

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목재생산의 장기성과 단기 소득사업의 조화를 통해 

산지의 소득다원화와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산림복합경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산림을 벌채한 후 다

른 소득원을 재배하는 것이 산림복합경 의 취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목재생산에는 투자하지 않고 단순히 단기소득사업에만 투자와 경 을 실시

하는 경향이 강하 다.

  이와 같이 국내 산림농업은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한 산지의 농업적 이용

이나 산지초지 조성과 방목을 통한 축산 이용 등 농업 또는 축산 일변도의 

개간형 산지이용이라든가, 산림의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도외시한 단기 소

득만을 목적으로 한 생산 지향적 산지이용의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즉, 산

림농업에 대한 개념과 적용을 위한 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

에서 단순히 소득 지향적인 방향으로 산지를 개발하여 왔고, 농지나 산지에

서의 산림농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걸림돌이 많아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2. 산림농업의 지원현황

2.1. 산림복합경 의 지원 현황

  산림복합경 사업은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 을 위한 생

산기반시설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주요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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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수, 특용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버섯 등 소득작목 개발과 생산기반

조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임간방목 등 조수사육에 필요한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 산림복합경 지 관리 및 임산물 생산․가공․판매 등을 위한 다용도 창고

시설 등

◦ 산림복합경 의 지원근거

- 산촌및임업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재정지원), 제9조(임산물소득원의 개

발․육성지원)

◦ 지원대상자 

- 산촌및임업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

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 (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

적으로 경 하고자 하는 자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개소 당 150백만 원 이내

-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4.0%, 3년 거치 7년 상환

표 3-1. 산림복합경 의 연차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사업량(개소)   168   5   18   20   25   30   30   30

사
업
비

계 18,822 546 1,560 2,180 2,726 4,270 4,270 4,270

국비
보조  3,364 109  312  436  545  654  654  654

융자  5,047 164  468  654  818  981  981  981

지방비  3,364 109  312  436  545  654  654  654

자부담  5,047 164  468  654  818  981  981  981

자료 : 산림청 내부자료(2005)



31

  전국에서 산림복합경 이 주도적으로 추진되었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노력으로 산림농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강원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체 산림농업 개소 수는 총78개소로서 730ha에서 실시되고 있고, 

이 가운데 산림복합경 사업은 31개소, 278ha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

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산림농업사업으로써 지역특화사업, 산림농업, 장뇌단

지, 산․약초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농업의 경우 산림복합경

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업물량을 차지하고 있다.

표 3-2. 강원도의 산림농업 추진현황(2004년 말 기준)

단위 : 개소, ha, 백만 원

단위사업 단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78 730 8,711 1,808 956 1,698 4,249

산림복합경 31 278 3,271 655 195 459 1,962

사유림협업경 5 61 708 213 106 107 282

지역특화공모 6 90 2,768 776 199 578 1,215

산림농업 32 249 1,096 294 359 443

장뇌단지 1 13 457 137 137 183

산·약초단지 3 39 411 164 25 58 164

자료 : 강원도청 내부자료 (2005)

  이러한 산림농업을 통한 각 품목별 조성실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조

성품목은 장뇌와 산더덕으로써 전체 조성면적 가운데 각각 35%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산지 시범재배 등을 통하여 산지집약 재배의 성공을 하여 다양

한 품목으로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특정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

다는 측면에서 향후 과잉공급 등과 같은 수급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산림청의 경우 산림복합경 사업을 2003년 이후 일정한 개소수로 유지한 

반면에 강원도는 산림농업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산림의존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산지의 활용이 

중시되기 때문이며, 산림복합경 사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농림부 등 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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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과의 연계 또는 사업비의 확보, 도비의 지원 등을 

통하여 산림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강원도는 산림농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지도의 강화와 더불어 기굴 

시행지에 대한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생산품의 전자상거래 확충을 위한 홈페

이지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품목별 조성실적
단위 : ha, %

품목 계 장뇌 산더덕 산채 엄나무 오갈피 두릅 약초류 도라지 기타

면적 730 254 255 37 26 39 28 23 11 57

% 100 35 35 5 4 5 4 3 1 8

자료 : 강원도청 내부자료 (2005)

표 3-4. 강원도의 연도별 산림농업 조성실적

단위 : 개소, ha, 백만 원

연도별 단지수 사업량 사업비

2000   8  74 1,008

2001  12 124 1,380

2002  16 149 1,642

2003  19 214 2,854

2004  23 169 1,827

2005  25 160 2,997

계 103 890 11,708

  주 : 2005년은 계획물량임.

자료 : 강원도청 내부자료 (2005)

2.2. 산림복합경 의 유형별 모델

  현재 추진 중인 산림복합경 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복합산지관리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유형에 따

라서 지원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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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산림복합경 의 모델별 지원기준

구    분 단기소득사업중심형 목재생산중심형 복합산지관리형

◦개     념
- 단기소득사업 위주 

경 모델

- 목재생산과 단기소득

사업을 절충한 경  

모델

- 산림의 복합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개발, 임

산물 생산량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산림경

모델

◦임지 선정기준

 - 산림면적 - 10ha이상 - 10ha이상 - 5ha이상

 - 목재생산림 비율 - 50%이상 - 70%이상 - 90%이상

◦대상자선정기준 - 임업에 전념하고자 하

는 자로서 목재 생산

림 조성과 병행하는 

단기소득 종사자 

- 임업에 전념하고자 하

는 자로서 목재 생산

림 조성에 비중을 두

는 단기소득종사자

- 임업에 전념하고자 하

는 자로서 복합 경

을 중시하는 산지관리

자

◦대상사업기준 - 산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기 소득 

품목을 중점 생산

- 산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공간

에 단기 소득 품목을 

생산

- 목재생산림 하층식생

으로 더덕 등 산채류,  

약초류 재배

- 목재 생산림과 방목업 

(염소제외)

- 목재 생산림과 토종벌, 

곤충 등 복합적 이용

◦지원기준

 - 기반사업비 기반사업비의100% 기반사업비의100% 기반사업비의100%

 - 생산사업비 생산비의 50% 생산비의 50% 생산비의 100%

◦총 사업비 50백만원 한도 내 70백만원 한도 내 150백만원 한도 내

자료 : 산림청 내부자료 (2005)

2.3. 경 유형별 경  사례

  대부분의 산림복합경 이 특정 유형에 국한되어 진행되기 보다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한 혼합형 경 을 추진하고 있어 특정 유형의 사례를 제시하기

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림복합경 사례를 각 유형별로 제시하

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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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산림복합경  주요 사례

단기소득 중심형 목재생산형 또는 복합산지관리형

사 업 자 J 씨 H 씨 H 씨

소    재 경기 양평 경북 경산 경남 거창

산림면적 250ha 110ha 45ha

사업내용

더덕, 산지인삼 재배, 

양봉, 작업로 개설, 

조림 및 육림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조경수 식재 헛개나무, 

산사나무 등 약용식물 재

배, 표고재배, 자작나무 

수액채취, 흑염소 방목

장뇌삼, 더덕, 두릅 재배 

사극, 자초, 오가피, 헛

개나무 재배, 자작나무, 

옻나무, 주목 조림 양봉, 

관수 및 수액 이송시설

연간소득 500 백만 원 100 백만 원 50 백만 원

경 특징

인공조림목 사이의 공

간에 더덕종자 파종․

재배 간벌 및 하층식생 

정리작업 후 인삼종자 

파종

다양한 약용 및 조경수

종을 이용한 산림경

산림공간을 활용한 약

용식물 위주로 경

  우리나라의 산림농업 유형은 온대지역의 산림농업 유형과 비교할 때, 주로 

산림농장과 임간축산 또는 산림농장+임간축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 구분하고 있는 산림복합경 의 유형보다는 

온대지역의 산림농업 유형에 의한 구분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산림농업의 사례

사업지 산림농업 유형 사업품목 ha

강원 평창 산림농업
시범사업

산림농장 가시오갈피, 산채, 장뇌, 더덕, 엄나무 20

경기 양평 J농가 산림농장 산더덕, 표고, 인삼, 황기, 도라지 160

전남 광양 D마을 산림농장 고로쇠 수액 -

충남 구례 J농가 산림농장 고사리 6.2

강원 홍천 K농가 산림농장 표고, 산채, 조경수, 육림 26

강원 화천 C농가 산림농장 조경수, 산나물, 산약초, 표고 8

충남 홍성 J농가 산림농장 밤, 약초, 조경수, 더덕, 표고 45

충남 부여 L농가 산림농장 표고, 두릅, 밤, 은행나무, 조경수 16

전북 임실 L농가 산림농장 산약초, 관상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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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 L농가 산림농장 조경수, 표고, 산채, 조림, 야생화 11.2

경북 안동 K농가 산림농장 조경수, 분재소재, 송이 23

경북 안동 J농가 산림농장 산채, 송이 31

경북 청송 P농가 산림농장 산채, 야생화, 조경수 20

경남 남해 Y농장 임간축산 토종닭 2.5

경북 경산 H농가 산림농장+임간축산
수액자원, 산채, 약용자원, 표고, 고사리, 취나물, 
두릅나무, 다래, 옻나무, 흑염소

100

경남 거창 W농가 산림농장+임간축산 가문비나무, 초피나무, 장뇌, 더덕, 도라지, 흑염소 47

경기 양평 P농가 산림농장+임간축산 장뇌삼, 산더덕, 양봉, 표고, 염소, 과수 6

충남 공주 L농가 산림농장+임간축산 표고, 조경수, 임간방목, 밤 20

전남 구례 O농가 산림농장+임간축산 고로쇠, 임간방목, 산채, 표고 5.5

경기 여주 C농가 산림농장+임간축산 조경수, 표고, 임간방목, 오갈피, 산더덕, 장뇌삼 13

강원 정선 W농가 산림농장+임간축산
조경수, 산나물, 더덕, 두릅, 엄나무, 
임간방목(흑염소, 토종닭)

3.9

전남 순천 L농가 산림농장+임간축산 임간방목, 산채 62

전남 광양 Y농가 산림농장+임간축산 가축, 조림, 표고, 야생화 54.2

전남 광양 J농가 산림농장+임간축산 가축, 양봉, 조림, 표고 20.2

전남 장흥 L농가 산림농장+임간축산 조림, 산채, 표고, 한봉 5

경남 산청 K농가 산림농장+임간축산 오소리, 표고 46

충남 금산 K수목원 산림농장+임간축산 참옻나무, 산초나무, 무궁화, 흑염소, 사슴 16.7

제주 감귤 농장 방풍림 감귤, 삼나무 -

동해, 서해, 남해안 해변 방풍림 해송 등 바람에 강한 수종 식재 -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완충림 내습성이 강한 수종 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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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농업 실태조사 결과

3.1. 조사 개황

  1999년 이후 추진된 산림농업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편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산림농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도출하 다.

  2005년 3월 23일 ~ 4월 14일에 산림농업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

로 조사를 하 으며, 설문대상 사업자는 총160명으로 이중 50명으로부터 조

사표를 회수하여 31%의 회수율을 보 다. 그리고 시군의 관계 공무원 52명

에게 우편을 발송하여 27명으로부터 조사표를 회수하여 52%의 회수율을 보

다.

  사업자 응답자는 지역별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순으

로 구성비율이 높고, 사업시작년도는 최근에 시작한 사업자들이 많았다. 

표 3-8. 시도별 응답자수
단위 : 명, %

구분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계

사업자

응답

자수
3 18 1 8 2 7 4 7 50

비율 6.0 36.0 2.0 16.0 4.0 14.0 8.0 14.0 100.0

관계

공무원

응답

자수
- 4 2 3 1 8 5 4 27

비율 - 14.8 7.4 11.1 3.7 29.6 18.5 14.8 100.0

표 3-9. 실태조사자의 초기 사업 년도 현황 
단위 : 명

사업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사업자수 1 6 5 10 14 11 48

비율 2.1 12.5 10.4 20.8 29.2 2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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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림농업의 종류와 사업규모

  산림농업 재배자들이 선호하는 사업은 약용작물재배, 조경수, 밤나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산지묘포장이나 종자채취는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사업의 참여자수와 사업규모의 변화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사업 참여자수는 사업초기와 비교하여 현재 큰 변화가 없지만 일부 사업

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거나 새롭게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사업규모는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선호도가 높은 

약용작물재배, 밤나무재배 등은 많이 늘어난 반면에 선호도가 낮은 종자채취 

및 임간방목의 경우 전체 사업규모의 절반이상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사업별 사업자수 및 사업규모의 변화

단위 : 명, 평 또는 마리

구분
사업자수 사업규모

사업 초기 현재 증감 사업 초기 현재 증감

조경수 17 17  0 182,430 185,830 3,400

약용작물 26 24 -2 492,700 592,900 100,200

밤나무 11  9 -2 101,700 423,000 321,300

표고시설 16 16  0 8,110 12,920 4,810

기타단기소득작물 11 16  5 134,030 154,050 20,020

종자채취  6  5 -1 950 455 -495

산지묘포장  5  4 -1 14,600 19,000 4,400

임간방목 10  9 -1 1,198 344 -854

  사업규모의 변화는 조경수, 종자채취, 산지묘포장, 임간방목의 경우 사업

규모 축소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밤나무, 표고시설 등은 사업규모 

확대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조경수나 임간방목 등의 경우 사업규모를 축소한 사업자 비율과 더

불어 사업규모를 확대한 사업자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포기한 사업

으로는 종자채취 및 산지묘포장 조성 사업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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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포기하는 주요 이유는 관리상의 문제(도둑맞음, 야생동물 먹잇감, 

접근성 곤란), 기술상의 문제(노동, 노동력), 판로문제, 자금문제, 관리소홀 등

이 이유로 제기되었다.

그림 3-1. 세부사업별 사업규모 확대 사업자 및 축소 사업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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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산림농업 추진의 애로사항

3.3.1. 사업주체별 애로사항

  산림농업의 추진과정 상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측면과 관계공무원 

측면에서 각각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업자가 인식하는 산림농업 추진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은 사업의 

투자재원 부문, 행정처리 과정, 노동력 부문을 들 수 있다. 투자재원 부문 애

로사항은 현재 한해만 일회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사업의 특성상 추가

로 경 자금이 계속 소요되어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행정처리과정의 애로사항으로는 인허가 절차 시 경직된 법적용과 과다한 

법적 제약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제한을 받는 경우, 담당부서의 전문성 결

여 등을 들 수 있다.

  노동력 부문의 애로사항은 인건비 상승 및 노령화, 농산촌 노동력 감소로 

노동력 확보의 곤란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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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산림공무원들이 산림농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마찰이 생

기는 주요 요인은 민원인이 “지원사업 이외의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56%), 

“산림의 형질변경 요구” 또는 “일시적 훼손 요구”(32%) 등으로 나타났다.

표 3-11. 산림농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순위별 응답자수

1순위 2순위

행정처리 과정
1)

12  5

투자재원부문2) 23 12

노동력 부문  9  6

생산물 출하과정  1  9

사업의 관리과정3)  1 13

계 46 45

주 1 : 시군에서의 사업인허가 등의 행정처리

   2 :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3 : 사업장의 관리,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표 3-12. 산림농업 관련 공무원이 인식하는 민원 마찰 요인
단위 : 명, 비율

구분
산림형질
변경 요구

산림의 일시적 
훼손 요구

지원사업이외의 
사업희망

기타 계

응답자수 6 2 14 3 25

비    율 24.0 8.0 56.0 16.0 100.0

3.3.2. 보조금에 대한 인식

  사업자의 경우 응답자의 56%가 부족하다고 응답하 으며, 적당하다고 응

답한 경우도 41.7%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무원의 경우 적당하다가 절반에 못 

미치며, 나머지는 너무 많거나 부족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산림농업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사업자 및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

에서 통일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 보조금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

토 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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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산림농업 개소 당 지원규모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비율

구분 너무 많다 적당하다 부족하다 계

사업자
응답자수 1 20 27  48

비    율 2.1 41.7 56.3 100

공무원
응답자수 7 12 8  27

비    율 25.9 44.4 29.6 100

3.3.3. 향후 사업계획

  산림농업 사업자들이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확대(78%)하거나 최소한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희망(20%)하여 사업의 의욕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공무들이 인식하는 사업자들의 정책수요도 조사에서도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14. 산림농업 사업자의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현상태유지 확대 미 계획 계

응답자수 10 39 1  50

비율 20.0 78.0 2.0 100

3.4. 산림농업의 정책개선

  산림농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열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그 이후에 사업비 지원, 행정 지원, 출하시스템 지원 

등의 지원이 추가되었을 때 산림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사업자들이 제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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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산림농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소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계

본인의 열의 77.1 14.6  8.3 100.0

원활한 행정지원  6.4 23.4 36.2 19.1 12.8  2.1 100.0

충분한 사업비 지원 12.8 38.3 21.3 17.0  4.3  6.4 100.0

안정적 출하시스템  4.3  8.7 21.7 26.1 19.6 19.6 100.0

지역사회와 관계  4.5  4.5 11.4 18.2 59.1  2.3 100.0

경 컨설팅 지원  2.2 15.6  6.7 24.4 42.2  8.9 100.0

  관계 공무원의 경우도 “본인의 열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산림농업이 그 동안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에만 의지하여 

투자하 다가 장기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소요되는 특성 때문에 사업

을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산림농업 사업자들이 현행 산림농업의 추진과정에서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특정사업에 비중을 두어 주요 사업 위주의 집중 

지원

  ② 국유림을 임대하여 활용

  ③ 사업대상자의 선발 시 엄격히 선발하고 조건, 지식, 목적 등을 교육시

킨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선발과 지도단계를 강화

  ④ 사업기간을 충분히 부여

  ⑤ 사업비를 단계별, 연차별로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제도의 개선

  한편, 현행 산림농업의 세부사업 이외에 가공시설, 생산에서 가공까지의 

컨설팅제도 도입, 도난방지시스템의 구축, 도로 및 장비지원 등을 추가 사업

으로 희망하 으며, 사업을 체험위주로 전환하고, 우수 산림농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희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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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농업의 문제점

4.1. 유형별 모델이 현장과 괴리

  첫째로, 산림복합경 의 지원기준이 되는 모델유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복합산지관리형의 경우 5ha이상으로 단기소득형 10ha보다 

작으나, 실제로 산지를 복합적으로 경 하는데는 넓은 면적이 유리하기 때문

에 기준 면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사업비로 단기소득형 50백만 원, 목

재생산형 70 백만 원, 복합산지관리형 150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사업

의 특성상 단기소득형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이러한 유형별 지원금도 현실

을 갖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유형별․모델별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현재 각 유형을 목재

생산림의 비율로 구분하 으나 실제는 시기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조림초기에는 단기소득사업 모델이 적용되고 후에는 목재생산형으로 

변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간적인 모델구분보다는 시기별로 적

응형태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4.2. 차별화된 경 전략 부재

  첫째로, “산림복합경 ”의 사업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벌채 후 산림

훼손을 통한 적극적 산지개발로 이해하고 단기소득사업에 지나치게 치중하

고 있다.

  당초 산림복합경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 당초 취지는 30∼50년

이나 소요되는 산림경 (목재생산)을 단기소득사업으로 보완하고자 한 것이

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성된 곳의 대부분이 과거의 조림, 천연림보육 임지

를 편입하고 있으나 산림경 을 위한 산림사업을 실행한 곳은 거의 없다. 즉 

대부분이 장기산림경 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며 단기소득위주로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차별화된 경 전략 부재를 들 수 있다.  산림소유 규모에 따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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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된 경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즉 소유규모가 다양(5∼200ha)함에도 

경 방식은 유사한 현실이다. 대부분이 임지별 특성 및 사업성을 고려한 특

화된 경 전략이 없고, 고로쇠, 조경수 산채, 표고, 임간방목 위주로 경 하

고 있다.

  셋째로, 산지 개발 위주로 경 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조경수, 산채, 

약초재배 위주 경 으로 산지의 개발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산지에서 

친자연적․친환경적 요소의 특성을 살리지 못할 경우 농업작목과 차별화하

지 못하게 되어 생산성 저하와 친자연성 저해로 산림만 황폐화될 우려가 많

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4.3. 사후관리 평가제도 미흡

  첫째로, 보조사업 지원 후 임지를 방치하거나 부실화를 대비한 사후관리 

방안이 미흡하다. 직접 소득에 도움이 되는 사업(표고자목 구입비 등)에 대

한 지원을 받는데 뜻을 둘 경우 나머지 사업은 관심부재로 전체사업의 부실

화 우려가 있다. 사업성패는 보유산림을 경 하기 위한 산주 1인의 경 능력

과 정신이 중요한데 일부 산주의 경우 과연 계속 임업에 전념할 수 있는지 

의문(임업경 보다는 단기소득사업에 관심이 많음) 이다.

  둘째로, 투자관리시스템이 없다. 현행 정부지원은 투자효과에 대한 검증 

기능이 미약하여 사후평가 및 정책효과 분석이 어렵다. 더욱이 현재 지원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상태이다.

4.4. 지원제도의 단조로움

  첫째로, 현재 산림복합경 의 경우 최초 조성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으나, 

최소한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기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한다.

  둘째로,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

한데 이를 위해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2004년도에 보완사업이 가능하도록 예산

지원기준을 개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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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산림복합경  기술 개발 미흡

  음지 등 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작물재배법 등 산림복합경 을 기술적인 

요구가 특별히 큰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재배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국가연구기관에 산림복합경 에 대한 전문연구인력이 없다. 이로 인해 대부

분의 산림복합경 자가 스스로 기술을 습득하여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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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외국의 산림농업 지원정책

1. 세계 산림농업지원 지원정책

  산림농업관련 정책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정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이미 설명하 듯이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농업은 국제산림농업기

구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로 전개되고 있는 반면에 당사국에

서는 재정적인 문제로 지원정책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온대지역이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에서는 산림농업 시업법을 

환경보호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도 있다. 미국이 대표적인 예로 산림농업의 활

성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

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지원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여기서 정리하 다.

2. 미국의 산림농업 지원정책

  미국의 산림농업지원정책을 지원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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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농업지원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의 지원기관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즉 농

무성(UDSA)이 주축이 되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환경단체와 같은 NGO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 연방정부의 지원프로그램

2.1.1. USDA/FSA 프로그램

◦ Conservation Reserve Program(CRP)

  이 프로그램은 농지를 임지로 전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내용은 Soil Rental Rate(SRR)를 지역의 평균토지임차율의 120%까지 지원하고 

conversion 비용의 50%를 지원하여 이 후의 관리비용은 에이커당 5-10$까지 

지원하고 있다.

◦ Continuous Conservation Reserve Program(CCRP)

  이 프로그램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즉 습지나 강가 등을 보

전할 경우에 지원받는 프로그램으로 지원체계나 지원정도는 근본적으로 

CRP 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추가적으로 한번만 지원하는 두 가지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 있는데 Signing incentive payment(SIP)는 에이커당 10$를 지원하고, Practice 

incentive payment(PIP)는 초기 투자비용의 40%를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시업방법은 9개가 있는데 산림농업과 관련된 시

업방법으로는 이 중 4개가 있다. 즉 Field windbreak, Shallow water area, Shelter- 

belt, Riparian buffer Stream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 Conservation Reserve Enhancement Program(CREP)

  이 프로그램은 농업적으로도 중요하고 환경적으로도 보전가치가 있는 농

지에 대한 보전프로그램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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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정도도 기본적으로 CRP에서 제공하는 

지원내용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그 외 추가적인 지원으로는 SIP, PIP와 주

정부에서 비용의 25%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있고, 주정부의 연간 토지임

차비용의 150%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2.1.2. USDA/NRCS

◦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EQIP)

  이 프로그램은 환경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지역에 대

해 산림농업을 시업할 경우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시업모델별로 지원대상과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Alley Cropping은 사업 1년차에 조성비용으로 100$/에이커, 같은 지역에 대

해 1년차와 2년차에 관리비용으로 50$/에이커를 지원하고 있다.

  Riparian Forest Buffers에는 조성비용의 50%의 지원과 야생동물보호 시 3년

간 $100/에이커를 지원하고 있다.

  Windbreak/ Shelterbelt Establishment에는  $1.75/피트, 횡에 대한 지원으로 총

지원액이 $3000미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 Wetland Reserve Program(WHIP)

  WHIP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지를 습지로 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세 개의 옵션으로 Permanent Easement, 30 year Easement, 

Restoration Cost Share 등이 있으며 각각의 옵션에 대해 비용의 100% 지원, 

75% 지원, 75% 지원 등으로 지원정도도 차별화하고 있다.

◦ Wildlife Habitat Incentive Program(WHIP)

  WHIP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서식처를 

제공하는 농지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다. 지원정도는 5-10년 계약으로 유지

비용의 75%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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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ervation Security Program(CSP)

  CSP는 토양, 수자원, 야생동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를 산림농업의 시

업법으로 관리하는 경우 광범위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정도는 사

업을 3개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Tier 1은 농장의 일부에 대해 1개의 자원을 보호하는 경우로 5%의 토지임

차비용, 75%의 관리비용을 최대 $5000까지 지원하고 있다.

  Tier 2는 농장전체에 대해 1개 자원을 보호하는 경우 10%의 토지임차비용

과 75%의 관리비용을 최대 $10,500까지 지원하고 있다. 

  Tie r3은 농장전체에 대해 모든 자원을 보호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15%의 

토지임차비용과 75%의 관리비용을 최대 $13,500까지 지원하고 있다.

2.1.3. USDA/FS

◦ Forest Land Enhancement Program(FLEP)

  FLEP는 산지를 산림농업 시업법으로 관리하는 경우 지원하는 프로그램으

로 관리비용의 75%까지 지원하고 있다.

2.1.4. Sustainable Agriculture Research and Education Program(SARE)

  SARE는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친환경적이며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

는 산림농업 시업법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의 적용에 도

움을 주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설명되었던 재정적인 지원프로

그램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SHAR는 전체적으로 네 가지 종류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있다. 세

부 프로그램의 구분은 지원대상과 지원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1) 대학과 공

익재단을 대상으로 산림농업의 시업법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산주들

에게 교육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Research and Education Grants, 2) Cooperative 

extension과 NRCS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PDP) Grants, 3) 환경과 농업의 조화를 위해 지원하는 Agriculture in Concert 

with the Environment(ACE), 4) 농가나 산주가 시업법을 연구하거나 교육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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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에 대해 약 $500-6,000 정도를 지원하는 Producer Grants 등이 있다.

2.1.5. USFWS

◦ Partners for Fish and Wildlife(PFW)

  PFW는 지역특산이거나 지역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산림농업의 

시업법으로 복원할 경우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정도는 최초 10년간은 비용의 75%까지 지원가능하고 추가적인 관리

의 경우 최대 95%까지 지원 가능하다.

2.2. 주 정부의 지원 내용

  주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은 주정부의 성향과 산림농업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모든 주에 대한 정리는 힘들고 산림농업에 대해 가장 

관심과 열의가 많은 주인 미주리주에 대한 지원제도를 정리하 다. 

  미주리의 경우 산림농업에 대한 지원은 세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 

Missouri Department of Agriculture(MDA), Missouri Department of Conservation 

(MDC), Missouri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DNR)이 이들 기관이다. 

2.2.1. Missouri Department of Agriculture Incentive Programs for Agroforestry

  MDA에서는 산림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두개의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 Sustainable Agriculture Demonstration Award Program으로 농지의 대체

이용이나 자연자원을 보호할 경우에 최대 $3,00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 2) Alternative Loan Program으로 농지의 대체 이용시 $20,000에 달하는 비

용을 융자해주고 있다.

2.2.2 Missouri Department of Conservation(MDC)

  MDC에서는 산림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두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은 Missouri Agroforestry Program 과 MDC Cost Share Program 이다. 

  Missouri Agroforestry Program은 산림농업을 하는 경우 비용의 75%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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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프로그램이다.

  MDC Cost Share Program은 다른 지원프로그램과는 달리 여타 프로그램에

서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나 산주에 대해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두 가

지 세부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세부프로그램으로는 1) MDC 700 

Tree/Share Establishment 프로그램으로 주요한 산림시업비용에 대해 50%를 제

공하고 있고, 2) MDC 900 Woodland Improvement는 간벌과 가지치기에 대한 

지원으로 비용의 50-70%를 지원하고, 최대 $5,000까지 지원하고 있다.

2.2.3 Missouri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MDNR) 

  MDNR에서도 두개의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산림농업을 장려하고 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은 SWCP와 SALT로 주로 토양침식방지와 수자원의 질적 향상

을 위해 산림농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이다. 

  Soil and Water Conservation Program(SWCP) Cost Share 프로그램은 토양의 침

식방지와 수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업을 할 경우 비용의 75%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Agriculture Non-Point Source(AgNPS) Special Area Land Treatment Program 

(SALT) Grants는 수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소유한 토지를 최대한 관리를 

할 경우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비용의 75%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산림농

업과 관련해서는 조림과 방풍림조성, 수변완충림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이 포

함되어 있다.

2.3. 비정부 부분의 지원

  비정부부분의 지원은 주로 NG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산림농업에 

지원하고 있는 NGO들은 대부분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둔 기구들

로서 산림농업이 야생동물에게 훌륭한 서식처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1 National Fish and Wildlife Foundation(NFWF) 

  이 기금은 야생동물과 수자원을 보호하는데 대한 지원을 하는 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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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Challenge Grants 인데, 이는 Matching fund의 성격으로 연방정부에

서 지원하는 자금이외의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 같은 수준의 자금을 지원하

는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이 기금에서는 두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1) 

Native Plant  Conservation Initiative로 해당지역의 자생식물의 보호에 대한 지

원으로 Challenge Funds 가 1:1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2) Conservation on 

Private Lands는 해당지역의 사유지보호에 대한 지원으로 Challenge Grants 가 

2:1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2.3.1 National Wild Turkey Federation(NWTF)

  칠면조를 중심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을 늘리기 위해 산림농업 시업법을 통

해 식생을 다양하게 하는 경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3.2 Quail Unlimited(QU)

  NWTF와 거의 같은 종류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Quail의 보호를 위하여 산

림농업 시업을 할 경우 지원을 하고 있다.

2.3.3 Ducks Unlimited(DU)

  QU와 마찬가지로 NWTF와 같은 종류의 지원프로그램으로 거위의 보호를 

위해 산림농업을 할 경우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2.3.4 Pheasants Forever(PF) Funding Incentives

  QU와 마찬가지로 NWTF와 같은 종류의 지원프로그램이며 각종 야생조수

의 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농업을 할 경우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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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미국의 산림농업 지원현황

구분 기관 프로그램명

연

방

정

부

USDA/FSA

Conservation Reserve Program(CRP)

Continuous Conservation Reserve Program(CCRP)

Conservation Reserve Enhancement Program(CREP)

USDA/NRCS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EQIP)

Wetland Reserve Program(WRP)

Wildlife Habitat Incentive Program(WHIP)

Conservation Security Program(CSP)

USDA/FS Forest Land Enhancement Program(FLEP)

SARE

Research and Education Grants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PDP)Grants

Agriculture in Concert with the Environment(ACE)

Producer Grants

USFWS Partners for Fish and Wildlife(PFW)

주

정

부

Missouri Department of 
Agriculture

Sustainable Agriculture Demonstration Award Program

Agriculture Alternative Loan Program

Missouri Department of 
Conservation

Missouri Agroforestry Program

MDC Cost Share Program

Missouri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Soil and Water Conservation Program(SWCP) Cost Share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Special Area Land Treatment 
(AgNPS/SALT)Grants

개

인

National Fish and Wildlife 
Foundation(NFWF)

Native Plant Conservation Initiative

Conservation on Private Lands

National Wild Turkey 
Federation(NWTF)

Quail Unlimited(QU)

Ducks Unlimited(DU)

Pheasants Forever(PF)

자료 : 

3. 외국 산림농업 지원정책의 시사점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농업의 형태와 정책을 살펴본 결과 다음

과 같은 몇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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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산림농업의 형태와 정책이 다양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농업의 형태와 방식 그리고 이를 지원

하는 정책은 지역과 대상국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열대나 아열대지역이면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않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농산물의 생산을 중심으로 산림농업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즉 이 지역에서는 

Forest farming 이나 Alley cropping 이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산림농업모델

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산림농업관련정책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재정이 빈약

하여 국내정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산림농업이나 

농업관련 국제개발기구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온대지역이며 대부분이 선진국인 지역에서는 산림농업시업의 목적이 주로 

농지 보존, 산림 환경 유지, 야생동물 보호, 산림의 휴양가치 보전 등에 두고 

있어 생산적인 활동보다는 환경적인 보호에 정책적인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 

이 경우 다양한 국가차원의 지원정책이 완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2.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미국의 경우 산림농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지원대상, 지원정도, 지원처 등

을 고려할 때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농업에 대한 지원기관이 연방정부는 물론이고, 주정부와 NGO 등 다

양하다. 지원대상도 매우 다양하여 소득사업, 농지보전사업, 야생동물보호사

업, 수변임지보호사업 등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지원방식도 다양하여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기술을 개발하는데 대한 

지원 등 여러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원프로그램이 매우 단순한데,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

게 할 필요가 있고 지원대상도 넓히고 지원방식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3.3. 다양한 산림농업 시업방법

  산림농업의 다섯가지 시업법을 모두 실제 정책적인 지원에 있어서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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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원정책이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지원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다섯가지 시업방법 모두를 정책지원프로그램에 포함

시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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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산림농업의 정책화 방안

1. 산림농업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1.1. 산림농업의 정책목표

  우리나라 산지의 특성과 산주의 경 여건을 고려하여 산림농업의 정책목

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풍부한 산림자원을 농업에 접목시켜 임목수확과 더불어 고소득 단기소

득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산림농업 추진

  - 산림경 의 다각화 및 전략화로 임업의 경제성 제고

1.2. 산림농업 활성화 방향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림농업의 활성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첫째, 산림농업의 생산 효율화 도모

  - 품목간의 효율적인 생산 재배기술 개발 및 확산

  - 관리모델의 유형화와 확산

  둘째, 가공 및 유통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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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물 클러스터화와 지역임산물 특화전략으로 유통효율화 및 가공 확대

  - 품질인증제 등으로 고객친화 전략

  - 방문체험형 유통시스템 구축

  셋째, 산림농업 자원 활용화

  - 지역자원과 연계활용 확대

  - 체험사업 등 휴가기회 활용

  - 산촌개발 등과 연계

  넷째, 지원시스템의 활성화

  - 지원시스템의 다양화

  -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2. 산림농업 정책 추진 방안

2.1. 산림농업 생산의 효율화

  첫째, 현장 실정에 맞는 모델을 정립하도록 추진한다. 우리나라가 위치하

고 있는 온대지역의 기존 산림농업유형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배 시스템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온대지역의 산림농업유형은 크게 Forest farming, Silvopasture, Windbreak, 

Riparian buffer strips, Alley cropping으로 대별되고 있다. 이러한 각 유형의 국

내 적용가능성을 면 히 검토할 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 작물재배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수종, 재배기간,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각 유형별 시스

템을 개발하되 예컨대 Forest farming은 기존의 수목이 있는 곳을 일부 소개하

여 음수 위주의 농작물 투입, Alley cropping은 초기 조림지를 대상으로 양수 

위주의 5-6년간 수확이 가능한 농작물 투입 등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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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산림농업 기술개발 및 확산을 강구한다. 산림농업 경 유형별 작물

선택 및 관련 작물 재배기술 개발하고, 이러한 산림농업기술 확산을 위해 산

림농업 교육장을 조성,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산림농업을 위한 재배 계획

수립을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업관련 대학, 산림과학원 분원 등을 활

용하여 지원하도록 강구한다.

2.2. 가공 및 유통의 효율화

  첫째, 산림농업을 지역임업 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한다. 일정지역에 특화

된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

는 형태로 산림농업을 추진한다. 이 경우 산림농업이 가능한 적지조사를 바

탕으로 산림농업 클러스터(cluster) 단지 지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 제고 및 판로 개척을 강구한다. 친환경적

으로 생산된 산물을 가공식품(술, 주스 등) 개발로 연계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산물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망 구축을 위해 임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

양한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한 제품 홍보 및 판매를 활성화 하도록 추구한다.

  셋째, 품질인증제도의 활용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기반을 구축한다. 산림농

업을 통해 생산된 생산품의 청정성, 기능성, 진품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품질인증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강원도의 경우 산채류, 건표고, 깐

잣, 도토리묵가루에 대하여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장

뇌, 송이·오가피가공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2.3. 산림자원활용 효율화

  체험사업 등 휴가기회 활용을 통하여 지역자원과 산림농업 생산 및 가공

품의 활용을 확대하며,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개발

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소득사업의 일환으로써 산림농업을 반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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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원시스템의 효율화

  첫째, 지원시스템을 다양화하도록 강구한다. 현재 초기 투자비만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여 운 비 등도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유통 및 가공분야

에 지원을 강화하여 생산된 임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여야 한다. 오갈피, 장뇌, 산머루 등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임산물단지

사업을 산림농업지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적 기반을 강화하도록 한다. 산림농업을 하기에는 산지이용 상에 

제약이 많으나 이들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은 산지훼손가능성 때문이다. 따라

서 산림농업지역이나 클러스터 지역 등에 대해서는 산지이용에 관한 법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유림을 산림농업(소득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경 및관리에

관한법률｣(법률통과 2005. 6. 30)의 하위법령 제정 시 집단적으로 산림농업을 

하거나 지역 특화사업을 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림농업을 위한 울타리, 운재로 등의 경우 부분적․일시적 산지전

용 허가가 가능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산림농업관련 지원제도를 사업과 작물에 따라 

유동성이 있도록 조정하고 일부 자부담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운 비와 사후관리비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산

림농업을 활성화시키고 현재 조림 시 현물지원 중심에서 현금지원 확대로 

전환하여 산림농업용 경제수종의 조림을 확대하도록 강구한다.

3. 산림농업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수립

3.1. 사업추진단계

  산림농업의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지원, 투자재원지원, 경

지원, 사후지원 등 추진단계별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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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산림농업 추진체계 구축

국유림

사유림

단기소득형

목재생산형

복합산지형

산림농업
연합회

유통 ·가공

중앙부처 · 지자체

행정지원 ,투자지원,법·제도지원

학계 · 연구원
· 기술개발
· 모델정립

품질인증
시스템

전자
거래

시스템

체험형
소비

시장소비

전자
상거래

  첫째, 계획지원 단계에서는 산림농업추진계획 및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

구한다. 체계적인 산림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림농업 추진계획을 국가단위, 

지자체 단위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적 근간이 미약한 산림농업

의 명확한 개념 정립 및 산림복합경 과의 관계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

히, 산림농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개념(산지이용)에서

는 산지관리법에 포함하거나 광의의 개념(산지, 농지 이용)에서는 특별법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투자지원 단계에서는 투자 지원체계를 명확히 정립하도록 한다. 산

림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원 지급시기의 조기화 

및 단계별 지급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재원부담을 최소화시키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경 지원 단계에서는 인증시스템, 경 컨설팅 또는 관련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산지에서 산림농업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한 인

증시스템의 도입과 산지 또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산림농업의 경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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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경 컨설팅지원을 통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자들에게 경 정

보 및 기술의 보급, 유통․판매시스템의 지원으로 산림농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소비촉진을 강구한다.

  넷째,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사후평가제도의 확립과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다. 지원대상자 선정 시 임지를 사업계획에 따른 준수의무를 부과하여 사후

관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계, 산림복합경 인협회 등과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도록 하

는 피드백 시스템을 강구한다. 특히,  투자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을 하

여 투자효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유망사업에 

대하여는 확대 지원토록 사후평가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표 5-1. 사업추진단계별 주요 내용

<사업추진단계> <주요내용>

계획지원단계
∙산림농업추진계획 수립
∙산림농업의 법적, 제도적 개선

ꀻ

투자 지원단계 ∙투자재원의 지원체계 정립

ꀻ

경 지원단계

∙인증시스템 구축
∙산림농업 모델개발
∙경 컨설팅 지원
∙유통․판매시스템 지원

ꀻ

사후관리단계
∙사후평가제도 확립
∙인센티브제도 도입

3.2. 사업추진주체

  사업추진주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역할을 재정립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국가단위의 산림농업 추진계획, 바

람직한 산림농업 모델개발,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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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방정부에서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단위의 산림농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바람직한 모델의 적용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표 5-2. 사업추진주체별 주요 내용

사업추진주체 주요 내용

중앙정부
∙국가단위 산림농업 추진계획
∙산림농업 모델개발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지방정부 ∙지방단위 산림농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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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산림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토지이용방식이며, 농

업, 임업, 축산 등을 함께 혼합하여 조화롭게 운용하는 환경친화적인 독특한 

토지이용 시스템이다. 즉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나무와 농작물, 가축 등을 

다양한 형태로 혼합하거나 통합하여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

하는 토지이용체계를 의미한다. 산림농업이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관심의 대

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익, 

환경적인 가치, 사회적 욕구 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받아들

여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기후적으로 온대지역에 속하고 산지에 대한 인식도 환경적 가

치, 생태적 가치, 자연적 가치 등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산림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 

새로운 측면에서의 산지이용방식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산지를 대상으

로 산림농업을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후적 지형 지리적 조건을 

갖춘 온대 선진국들의 경우를 면 히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산림농업

모형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즉 환경과 생태계보전이라는 대전제 하에 경

제적 이익제고를 위한 다양한 산림농업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산림농업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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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다양화, 경제적 생산 최적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 추구, 환경

가치 하락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와 기후적․지형적으로 비슷한 온대지역 국가인 일본, 유럽의 농지, 산지, 산

림농업의 관련 정책이 갖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농업체계정립을 위한 모델개발이 시급하다. 산지에서의 산림농

업은 산림-농업-축산이 상호 연계된 집약적인 산지이용 경 시스템이므로 이

들이 조합될 때 생성되는 생물 물리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들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임목과 농작물, 임목과 가축, 또는 임목-농작물-가축의 상호 작용을 바탕

으로 한 생물․경제적 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림농업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산지

에서의 산림농업은 환경 및 생태계의 파괴, 산림의 황폐화를 야기할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환경친화적이고 생태적으로도 조화되는 방향으로 산지

이용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산지의 상당 부분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높다. 

그러므로 산림농업의 실행에 따른 환경적 안정성, 생산성의 최적화, 지속가

능성 등에 대한 경험적 증거와 실질적인 실험을 통해 기술체계 정립이 요구

된다. 

  셋째, 산림농업이 가능한 적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산림농업시스

템은 기상, 기후, 표고, 경사, 토양 등 자연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임목, 작

물이나 가축의 고유한 생물적 특성,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가능지역에 대한 구분과 함께 적지 조

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1997년 제정된 임업

진흥촉진법을 2001년에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산림복

합경 의 법적기반을 마련하 지만, 앞으로도 농지와 산지의 활용을 용이하

도록 하는 제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작물

재배, 특용수 재배, 임간방목 등 임업과 농업, 축산업이 함께 하는 산림농업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산지는 수평적 이용에서 수직적 공간 이용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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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다양한 품목의 도입과 다양한 산림시업이 동일 임지 내에서 전개될 것

이므로 이에 맞도록 산지이용을 위한 법 및 제도개선과 함께 지원체계가 정

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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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산림복합경 (산림농업)의 추진실태 조사표(경 자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주로 정책연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번에 산림복합경 사업(산림농업)의 정책방향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복합경 (산림농업) 사업은 산주들에게 다양한 소득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9년도부터 시작하여 2004년 현재 전국적으로 총 128개소에서 실시되고 있습

니다. 시도에 따라서 산림복합경  사업과 유사한 산림농업, 지역특화 사업 등의 

형태로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산림복합경 (산림농업 등)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시점에서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향을 도출하

는데 조사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초기부터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은 앞으로 이 사업의 발전 방향

을 모색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믿으며, 바쁘시더라도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빠른 시일 내로 동봉한 반송우편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  3.

연구책임자 : 석현덕 실장

응답자 

주  소 :          시(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이  름 :                  

        (전화번호               ),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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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귀하께서는 어느 정도의 산림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산림면적 : (        ha)

문 2. 귀하께서는 언제 산림복합경 사업(산림농업)의 사업지원을 받으셨습니까?

   ① 1999년      ② 2000년      ③ 2001년      ④ 2002년  

   ⑤ 2003년      ⑥ 2004년      ⑦ 2005년

문 3. 당초에 시작하 던 산림복합경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업종류
당초 
사업규모

 현재 사업규모
당초 투자규모 
우선순위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조경수  (         본)  (         본)

약용․관상용식물
(             )

 (         본 
           평)

 (         본 
           평)

밤나무 재배단지  (         평)  (         평)

표고재배사  (         평)  (         평)

기타 (         )

산지 활용

종자채취 및 구입  (         kg)  (         kg)

산지묘포장 조성  (         평)  (         평)

임내정리 및 식재  (         ha)  (         ha)

임간방목(동물명:           )  (        마리)  (        마리)

시설물

작업로  (         m)  (         m)

울타리설치  (         m)  (         m)

부대시설(창고)  (         동)  (         동)

기타 (            ) 

※ 우선순위는 당초에 시작했던 각각의 사업들에 대하여 투자규모를 기준으로 

순위를 적어주십시오.

  문 3-1. 당초 시작했던 사업 가운데 현재 실시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

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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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 산림복합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항목을 우선순위

로 2가지를 적어 주십시오. (    ,     )

    (1) 사업의 행정처리 과정 : 시군에서의 사업허가 등의 행정처러

    (2) 사업의 재정부문 :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확보

    (3) 노동력 부문 : 사업에 소요되는 노동력의 확보

    (4) 생산물 출하과정 : 생산물의 상품포장, 출하 등

    (5) 사업의 관리과정 : 사업장의 관리,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6) 기타

문 5. 산림복합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일들을 적어주십시오. 

앞으로 이 사업을 바꾸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분    야 내    용

(1) 사업의 행정처리 과정

(2) 사업의 재정부문

(3) 노동력 부문

(4) 생산물 출하과정

(5) 사업의 관리과정

(6) 기타

문 6. 현재의 산림복합경 (산림농업) 지원사업의 개소당 지원규모(국고보조 21.8

백만 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너무 많다          (2) 적당하다          (3) 부족하다

문 7. 산림복합경 사업(산림농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적어주십시오.

항  목 우선순위

    • 본인의 열의           (        )

    • 원활한 행정지원         (        )

    • 충분한 사업비 지원         (        )

    • 생산물의 안정적인 출하시스템         (        )

    •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유지         (        )

    • 경 컨설팅 지원         (        )

    • 기타 (                           )         (        )



70

문 8. 산림복합경 (산림농업) 지원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되기를 희망하는 

사업 분야가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문 9. 귀하의 산림복합경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은? (    )

    (1) 조만간 그만 둘 계획이다.     (2) 현 상태로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3) 더 확대할 계획이다.          (4) 잘 모르겠다.

문10. 사업 추진하시면서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이 있으시면 꼭 적어주십시오.

바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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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산림복합경 (산림농업)의 추진실태 조사표(공무원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주로 정책연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번에 산림복합경 사업(산림농업)의 정책방향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복합경 (산림농업) 사업은 산주들에게 다양한 소득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9년도부터 시작하여 2004년 현재 전국적으로 총 128개소에서 실시되고 있습

니다. 시도에 따라서 산림복합경  사업과 유사한 산림농업, 지역특화 사업 등의 

형태로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산림복합경 (산림농업 등)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시점에서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향을 도출하

는데 조사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초기부터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은 앞으로 이 사업의 발전 방향

을 모색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믿으며, 바쁘시더라도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빠른 시일 내로 동봉한 반송우편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  3.

연구책임자 : 석현덕 실장

응답자 

주  소 :          시(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이  름 :                  

        (전화번호               ),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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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귀하께서는 산림복합경 (산림농업)의 업무를 담당하신지 어느 정도 되셨

습니까?   (     년      개월)

문 2. 현재 귀하 시군에서는 산림복합경 (산림농업)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

되고 있습니까?

구분 경 자 이름  지원년도  지원규모  주요사업품목

A

B

C

D

E

문 3. 산림복합경 (산림농업)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경 자 또는 민원인과 마찰

이 가장 많이 생기는 항목은 어느 것입니까? (       )

      (1) 산림의 형질변경 요구

      (2) 산림의 일시적 훼손 요구

      (3) 지원사업 이외의 사업 희망

      (4) 환경 문제

      (5) 기타 (                    )

문 4. 귀하께서는 현재의 산림복합경 (산림농업) 지원사업의 개소당 지원규모

(국고보조 21.8백만 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너무 많다 (2) 적당하다      (3) 부족하다

문 5. 귀하 시군의 경우 산림복합경 (산림농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수요도는 

어떠합니까? (     )

      (1) 매우 높다 (2) 높다      (3) 보통     

      (4) 낮다 (5) 매우 낮다

문 6. 귀하 시군에서 이루어진 산림복합경 (산림농업)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개

인별 각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진솔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73

사업종류
개별 경 자별 평가

A B C D E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             )

밤나무 재배단지

표고재배사

기타 (         )

산지 활용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임간방목(동물명:           )

시설물

작업로

울타리설치

부대시설(창고)

기타 (            )

주 : 개별 사업경 자는 앞의 문 2에서 기입한 순서대로 작성요망.

주 : 사업의 평가는 5점 척도 이용하여 각 사업종류별로 기입요망.

     1: 매우 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문 7. 산림복합경 (산림농업) 지원사업이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을 간략히 적어주십시오.

문 8. 산림복합경 사업(산림농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적어주십시오.

               항  목 우선순위

    • 본인의 열의           (        )

    • 원활한 행정지원         (        )

    • 충분한 사업비 지원         (        )

    • 생산물의 안정적인 출하시스템         (        )

    •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유지         (        )

    • 경 컨설팅 지원         (        )

    • 기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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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 일선에서 산림복합경 (산림농업) 지원사업을 담당하시면서 이 사업의 발

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희망사항이나 소개하고 싶은 이 사업의 

바람직한 모습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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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미국의 산림농업

1. 미국의 산림농업 정책 프로그램1)

1.1. 연방정부 정책(National Policy)

  자원 사용자들로 하여금 자원보전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다양한 연방정

부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왔다. 산림농업과 가장 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기본 정책수단은 기술적인 지원 및 교육과 직접적인 보조이다. 

농업경 자들에게 기술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1935년 토양보전

과 국내분배에 관한 법령(Soil Conservation and Domestic Alloment Act)에 의해 

제정된 협동기술지원프로그램(Cooperative Technical Assistance)이고, USDA 천

연자원보전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cice, NRCS)에서 이 프로그램들

을 운 하고 있다. 농업경 자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교육은 또한 USDA

의 산림청(Forest Service, FS)과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CES)에 의해 제공

된다. 다양한 주정부의 천연자원보전 기관들 또한 기술 지원과 교육을 제공

1) 이 부분은 H.E. Garrett 등(2000)의 “North American Agroforestry: An Integrated 

Science and Pratice(p350); Economics and Policy of Agroforestry. American Society 

of Agronomy”와 AGUS I. RAHMAI(1966)의 "A study of state agroforestry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의 자료를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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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보전을 실시함에 따라 지원되는 직접적인 보조(비용분담)는 1935년에 

제정된 토양보전과 국내분배에 관한 법령(Soil Conservation and Domestic 

Alloment Act)이 1936년 수정되면서 농업보전프로그램(Agricultural Conservation 

Program, ACP)을 통해서 먼저 적용된다. 1973년에 제정된 농업과 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령(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의해 제정된 산림인센

티브프로그램(Forestry Incentives Program)이 사유림에 목재생산 혹은 보전을 

증가시키는 경 을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다. 

  역사적으로 농업정책과 보전정책은 서로 관장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왔다. 그러나 1985년 Farm Bill의 식품안전에 관한 조항

(Food Security Act)이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개별성은 없어지게 된다. 이들 법

규는 농업생산과 자원보전 간에 상호 동의와 양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농업이란 용어는 1990년 Farm Bill의 식품, 농업, 보전과 무역에 관한 

조항(Food, Agriculture, Conservation, and Trade Act, FACTA)내 연방법안에 처음 

등장한다. FACTA 제14장인 보전프로그램개선조항(Conservation Program Im- 

provement Act)은 산림농업 유형중 임간재배에 비용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85년 FSA Conservation Reserve Program(CRP) 조항을 수정하 다. 이 수

정안은 나무줄 아래 공간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허가해 주는 대신에 매

년 임대료를 50%씩 감해주도록 경 자가 제안한다. 이것은 일정한 토지에 

활엽수를 식재할 때 농산물을 생산하는 임간재배에 대해 비용분담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방풍림이나 동식물 서식처 제공 역할을 할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형태이다.

  FACTA 제7장인 1990년 산림책무에 관한 조항(Forest Stewardship Act)은 산

림농업과 특별히 관련이 있고, 토지소유자의 Forest Stewardship Plan에 속해 

있을 때 연방정부의 비용분담금 지급 조건에 적합한 Forest Stewardship 프로

그램을 제정하 다. Forest Stewardship Plan은 (ⅰ) 은신처, 방풍림, 경관적인 

가치, 그리고 다른 기타 보전 목적을 위해 산림에 대한 안정화, 경 , 관리, 

복구 행위, (ⅱ) 습지에 대한 보호, 회복, 이용 등, (ⅲ) 수질 개선을 위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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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토지에 있는 자연식물자원에 대한 경 , 유지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후에 Forest Stewardship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위해 개발된 법들은 산림농업과 

직․간접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다:

산림과 산림농업 개선(Forest and Agroforest Improvement, SIP 3)에 관한 조

항은 산림과 산림농업표준생산성 개선, 목재생산의 가치, 질, 활력, 건전

성 등의 개선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방풍림과 수목 띠 형성, 관리, 회복(SIP 4)에 관한 조항은 에너지 보전, 농

장․가축․작물 보호, 토양유실 감소를 위해 방풍림과 수목 띠의 형성, 

유지, 개선 활동을 포함한다.

수변지역, 습지 보호와 개선(SIP 6)에 관한 조항은 수질을 유지하고 야생

서식지를 늘리기 위해 습지와 수변지역에 대해 보호하고, 회복시키고, 개

선시키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1996년 Farm Bill의 연방농업개선 및 회복조항(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FAIR)은 농산물시장변화, 무역, 보전이라는 세 가지 사항에 집

중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Farm Bill에서 상세하게 열거

된 보전에 관한 사항은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약술되어 있다. 임간재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CRP의 조항들과 관련이 있는 사항들은 Forest 

Stewardship Act의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2002년경에 새로이 제정될 것이다.

1.1.1. 산림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방정부 정책

가. The Forest Stewardship Program(FSP)

  FSP는 사유림소유자가 산림관리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경 관리계획을 수

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 목적

  FSP는 사유림지(non-industrial private forest lands, NIPF)를 경 하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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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자원적인 측면으로 접근함으로써 천연자원경 관리가 토지소유자와 

공공 부문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하에 제정되었다. 

미국에서 1천만 명이 NIPF 토지 중 3억 5천 3백만 에이커를 소유하고 있으

나 역사적으로 단지 일부만이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FSP는 NIPF토지소유자들이 산림책무계획(Forest Stewardship Plan)을 발전시

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적인 천연자원경 관리기법들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적절히 잘 관리된 사유림은 목재, 야생동물 서식처, 수자원보

호, 레크리에이션 기회 등 다양한 이익들을 제공한다. 산림경 계획(Forest 

Management Plan)은 NIPF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산림경 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 역할

  계획 수립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FSP는 주정부 

산림관련자, 생물학자, 사설 컨설팅 기구들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사유림 소

유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은 사유림 소유자들이 자신의 경

목적과 천연자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사항들을 반 할 수 있는 상세한 

자원경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조언을 주게 된다. FSP는 산림소유자들이 

자원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과 좀 더 긴 한 관

계를 가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지급조건

  일반적으로 FSP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1,000 에이커 이하의 토지를 소

유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토지소유 상한선은 없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최

소한 10년 동안 계획에서 밝힌데로 유지한다고 동의하는 개인이나 비상업적

인 토지소유자가 해당된다. FSP는 비용분담프로그램은 아니고, 다양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과 계획 수립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는 프로그램이다. Forest Stewardship 계획의 완성은 토지소유자가 SIP 

(Stewardship Incentive Program)을 통한 비용분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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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 수립에 있어 필요한 조건들은 SIP자금이 

좀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함이다.

나. The Stewardship Incentive Program(SIP)

  사유림 소유자들에게 그들이 계획한 책무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FACTA 제 XII장(주유림과 사유림)에서도 

승인된 유형들에 대해 비용분담(cost-sharing)제도를 통해서 사유림의 좀 더 

나은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Stewardship Incentive Program을 제도화 하 다. 각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용분담정책에 부합되는 승인된 활동이나 유형들은 

생산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은신처, 방풍림, 경관기능, 다른 보전목적을 위해

서 행해지는 산림의 안정화, 관리, 유지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USDA의 산림청(Forest Service)과 주 산림정책관련자들이 연방정부나 주정

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SIP를 위한 주도적인 책임들을 가지고 있다. 

Stewardship Incentive Committee에 속해 있는 각 주의 산림관련자들은 유형들

의 우선순위와 최소적용면적에 따라 비용분담 수준을 결정한다. USDA's 

Agricultural Stabilization and Conservation Service는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지원

서를 받고 지불한 금액들을 지불함으로써 행정적인 절차들을 지원한다. 

○ 목적

  SIP는 사유림소유자들이 수립한 Forest Stewardship Plan을 발전시키고 수정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유림소유자들에게 비용을 분담 지원한다. SIP 프

로그램이 지원하는 광범위한 경 관리 활동들과 연관되어 있는 Forest 

Stewardship Plan의 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한 필요조건들은 산림소유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산림증진과 보호활동들을 유발시킨다. 

  SIP는 미국의 사유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함으로써 수립된 자원

계획은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위해 제공된다. 첫째, SIP는 공공재(수자원보

호, 야생동물 보호 등)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성 부재에 따른 손실을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해 주는 것. 둘째, SIP는 산림건강을 개선시키는 산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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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포함하는 천연자원기초를 유지하는데 있어 장기적인 투자를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유도하는 것이다.

○ 역할

  SIP는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산림경 관

리활동들을 지원한다. 1) 산림책무계획 개발, 2) 재조림 및 조림, 3) 산림과 

산림농업 개선, 4) 방풍림 안정과 유지 그리고 수선, 5) 토양과 수자원 보호 

및 개선, 6) 수변지역과 습지의 보호 및 개선, 7) 어류서식처 증대, 8) 야생동

물 서식지 증대, 9) 산림레크리에이션 증대.

  SIP 자금은 이들 활동들 중 하나에 적용된다 할지라도 다양한 목적과 주

정부의 우선순위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 : 산

림과 산림농업 개선은 야생동물 서식지를 증대시키거나 레크리에이션 기회

를 증대시킨다.

○ 지급조건

  일반적으로 SIP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1,000 에이커 이하의 토지를 소

유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특정한 공공이익을 가지고 있는 5,000 에이커 규모

의 토지에 대해 다른 용도로의 이용을 포기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토지소유

자에게 비용의 75%까지 지원하는데 최고 $10,000/년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는 지원받는 조건으로 최소 10년간 SIP 지원 시업들에 대해 보호

하고 유지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1.1.2. 산림농업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방정부 정책

가. Forestry Incentive Program(FIP)

  FIP는 제X장 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 Act(농업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항)하에서 1973년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고, 1974년에 Agriculture and Conser- 

vation Program(농업과 보전정책)을 통해서 수정되었으며, 1975년에 FIP는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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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정지원을 받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되었다. 1992년까지 FIP에 의해 사유림 

중 3백만 에이커의 면적이 조림되었다. FIP의 주된 목적은 재조림, 육림, 방화림, 

자연 회복지 마련 등을 통해 국가적인 목재공급 능력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FIP가 다른 정책들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USDA Forest Service가 기술지원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면 ASCS

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 정부에 속해 

있는 산림정책관련자들은 토지소유자의 산림관리계획을 승인하고 그들에게 

분담금을 지불하기 전에 그들의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County에 있는 ASCS 

위원회는 자금을 받기 원하는 신청자들의 최종적인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

다. FIP는 국가적인 산림농업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위한 모범적인 모델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나. Conservation Reserve Program(CRP)

  1985년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에 의해 실시된 CRP는 농업생산자들

에게 장기임대합의, 면적별 지급, 비용분담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한 농작물재배지에 항구적인 식물보호지대를 설정하기 위한 것

이다. 보전프로그램수정법안(The Conservation Program Improvements Act : Title 

XIV of Food, Agriculture, Conservation, and Trade Act of 1990 - FACTA)은 1985

년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이 수정법안은 어떤 토지에 활엽수가 식재될 때 

농산물을 생산하는 임간재배(alloy cropping)에 대해서 비용분담을 할 수 있도

록 해 놓았다. 단 조건은 운 자가 농산물생산에 대한 허가를 받는 대신에 

매년도 임대료를 50% 감하는 것을 제안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모든 필

지에 대해서 등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없이 방풍림(windbreak, shelter belt)에 

대해서도 제공했으며, 또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운 자가 이들에 대한 각 계

약사항에 대해 상술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다. Agricultural Conservation Program(ACP)

  정책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ACP는 보전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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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에게 나무를 심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비용분담정

책을 쓰고 있다. Soil Conservation Service(토양보전국)은 농민들에게 묘목 대

를 지원해 주고 심은 나무를 잘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이 프로그램은 

산림농업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일치하며, 나무를 기본으로 하여 보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SCS가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된 전통이다. 그러

나 SCS가 ACP하에서 촉진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보전 수단들과 비교

해 보면 이 프로그램에서 나무라는 존재는 미약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 Environmental Easement Program(EEP)

  Agricultural Resources Conservation Program(농업자원보전프로그램)의 제3장

(FACTA의 소제목 C)이 EEP를 제도화하 다. 이 프로그램은 토양과 수자원

을 보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기에 적합한 농

지나 목초지를 주인들로부터 원히 혹은 장기간 동안 환경적인 부하를 줄

일 수 있는 활동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적인 승인 내지 획득을 제

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 환경부하를 격감시키기 위해 토

지소유자들은 비록 그들이 간벌이나 가지치기 등의 일상적인 산림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할지라도 허가된 산림 내에서 크리스마스트리 혹은 

열매를 수확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격감이라는 용어는 

자연환경에 이익인 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농산물 생산도 제한하며 수확, 

초지 혹은 다른 상업적인 조사료 생산을 금지한다.

  이러한 EEP조항들은 이 프로그램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

림농업을 위한 잠재적 이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연자원보전관리계획

의 수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선택에도 제한을 주고 있다. 산림농업 형태의 

유형들에 대한 배제에 대한 정당성과 실제적인 기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마. Sustainable Agricultural Research

  FACTA의 타이틀 XVI는 지속 가능한 농업연구 조항을 상정한다. 지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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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농업이란 다음과 같다 - “...장기간 동안 식량과 섬유질 식품을 충족, 농

업경제의 토대가 되는 천연자원기반과 환경적인 질적 향상, 재활용되지 않는 

자원과 농업자원의 효율적 사용, 자연생물학적 사이클과 조절의 통합, 농가

경 의 경제적 활력 지속, 농민과 사회에 전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 등을 가

져 올 수 있는 특정구역에 대한 식물과 동물 생산 유형의 통합....”. 이러한 

임무는 산림농업을 위한 잠재적인 역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연구와 확대(Sustainable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ARE)로 현재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나무를 포함하고 

있는 산림농업이나 농장시스템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프로젝트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1년에서 3년까지 주어지는 연구기간은 

산림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밝혀내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고 이것이 커다란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2. 주정부 정책(State Policy)

  미국에서 최초로 산림농업과 관련된 법안을 1990년 미조리주가 채택하

다. CRP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미조리주의 산림농업에 대한 법안

은 당시 임간재배(alley cropping)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 정책은 미조리주에서 

토양손실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손실을 줄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활

용되었고, 이것을 도입한 주 정책 관련자들은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연방정부

로부터 지원되는 인센티브 제도보다 주법 안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서 

더 많은 참여를 해 줄 것을 독려 하 다. 처음 주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산

림농업과 관련이 없는 CRP 유형에 따른 지불금액과 산림농업의 유형인 임간

재배를 함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지불금액(임대료 50% 감면)과의 차액을 

주정부에서 보상해 주었다. 

  1990년 이후 사우스다코타와 아이오와주가 미조리주 다음으로 산림농업에 대

한 지원을 하기 시작하 다. 일리노이주의 산림개발조항(Forestry Development 

Act)은 CRP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곳에 조림을 실시할 경우 비용분담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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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20개주가 산림농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들을 제정하 다.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

들이란 산림농업유형들과 특별히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을 의미하고, 간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들이란 산림농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좀더 상세

히 들어가면 산림농업유형들을 위한 사항이 아닌 경우를 지닌 정책들을 말

한다.

1.2.1. 직접적으로 산림농업과 관련이 있는 주정부 정책

  9개주가 산림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다. 직접적

인 관련이 있는 법들 하에 들어 있는 산림농업유형들은 방풍림-서식처, 임간

재배, 임간축산, 수변완충림, 산림농업 형태이다. 그리고 이들 법들 속에 들

어 있는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들은 기술지원과 교육, 비용분담, 세금감면

을 포함하고 있다(표 참조). 이외 농지경계나 중요한 지역에 대한 조림과 같

은 산림농업유형들은 다른 몇몇 법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 방풍림이나 서식

처를 위한 임목이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산림농업의 형태이고, 그 다음

으로 임간재배, 임간축산, 수변완충림이다. 

  비용분담프로그램은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산림농업유형들을 도입하도

록 유도하기 위해 일부 주에서 적용하고 있다. 하와이 주, 아이오와 주, 메릴

랜드 주, 미조리 주, 미네소타 주, 네브라스카 주, 사우스다코타 주, 버지니아 

주와 같이 8개 주는 비용분담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매년 지불해 주는 

프로그램(Annual Payment)은 미조리 주, 사우스다코타 주에서 토지소유자들에

게 적용하고 있는 또 다른 인센티브제도이다. 직접적인 산림농업 관련법을 

가지고 있는 주들 중에서 인디아나 주만이 세금감면정책을 쓰고 있다. 그리

고 각 주들은 기술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프로그램 혜택의 

연장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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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미국 각 주의 정책>

주명 법 및 제도
제정연도

(개정)
적용 유형 규정

하와이
Forest Stewardship Act

(산림책무에 관한 조항)
1991 방풍림-은신처

산림농업 경 을 위해 

비용의 50%까지 지원

인디아나
Classified Field Windbreak

(농지 방풍림에 관한 법률)
1985 방풍림-은신처

재산세 감면; 방풍림세는 

$1/acre임

아이오와
Resource Enhancement and Protection 

Rules(자원증대와 보호에 관한 규칙)
1990

방풍림-은신처;임간재배,

임간축산,식물보호완충지

역,중요조림지역,들경계

비용의 75%까지 지원,

$365/acre 초과 불가

메릴랜드

Cost Sharing Water Pollution Control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비용 보존에 

관한 법률)

1984

방풍림-은신처;임간재배,

임간축산,식물보호완충지

역,중요조림지역,들경계

비용의 87.5%까지 지원,

공동출자 합의하에 

프로젝트당 $10,000 혹은 

BMP당 $20,000 초과 불가

미주리

Missouri Economic Diversify

and Afforestation Act 1984, Subtitle

(미주리 소득다각화와 조림에 관한 

법률)

1990

(1993)

방풍림-은신처

임간재배, 임간방목,

산림농업

비용의 75%까지 지원

(매년 지급)

미네소타

Reinvest in Minnesota 

Resources Law(미네소타 자원 재투자에 

관한 법률)

1994

방풍림-은신처

임간방목,

식물보호완충지역

비용의 75%까지 지원,

$75-$300/acre 초과 불가

(유형에 따라 다양함)

네브

라스카

Soil and Water Conservation Act

(토양과 수자원 보호에 관한 조항)

1945

(1993)

(1995)

방풍림-은신처 비용의 75%까지 지원

Erosion and Sediment Control Act

(토양유실 및 퇴적물 보호에 관한 

조항)

1945

(1986)

(1988)

(1991)

(1994)

방풍림-은신처

임간재배,

중요한 조림지

비용의 90%까지 지원

사우스

다코타

Shelter belts Development Act

(은신처 개발에 관한 조항)
1985 방풍림-은신처

허가받은 서식처림을 위해 

$5/acre(매년 지급)

Phesants for Everyone Tree Cultivation 

Guidelines(육림을 위한 가이드라인)
1986 방풍림-은신처

$50-$125/acre 비용 분담

(조림 량에 따라 다양함)

버지니아
Soil and Water Conservation Law

(토양 및 수자원 보호에 관한 법률)
1984

임간재배, 임간방목,

식물보호완충지역,

산림농업

비용의 75%까지 지원,

매년 $15-$100/acre 지급

(유형에 따라 다양함)

자료 : H.E. Garrett외 2명, ｢North American Agroforestry: An Integrated Science and Practice｣, 

2000

      Agus I. Rahmadi, ｢A study of state agroforestry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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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와이(Hawaii)

  - Forest Stewardship Act(Hawaii Revised Statutes, Chapter 195F)

  1991년에 통과된 이법의 주된 목적은 개인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수질 관

리, 공기청정, 동식물을 위한 서식처 제공 등과 같은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책무경 실연(Stewardship management practices)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비용분담프로그램(cost-share program)은 좀더 진보된 경 실연 형태인데 총 연

간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방풍림이나 서식처를 위한 

조림과 같은 산림농업유형은 비용분담프로그램에 적합한 형태이다.

  토지 및 천연자원부서(Department of Land and Natural Resource)와 협력하고 있

는 토지 및 천연자원위원회(Board of Land and Natural Resource)에 속해 있는 산

림과 야생동식물 및 기타 관련 분과(Division of Forestry and Wildlife and other 

related agencies)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직접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가 프로그

램의 목적에 부합하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여러 활동들에 적합한 산림책무경

계획(Forest Stewardship Management Plan)을 위원회에 제시하여야만 한다. 이 

법은 토지소유자가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개인자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적정한 상환율은 위원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 인디아나(Indiana)

  - Classified Field Winbreak(P.L.58-1985, Chapter 6, Section 1.1-6.2)

  1985년에 제정된 이 법의 목적은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

지 보호를 목적으로 한 방풍림을 식재하도록 토지소유자들을 유도하기 위함

이다.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에이

전시인 인디애나 주 정부의 천연자원산림부(Forestry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방풍림으로 분리된 토지는 

에이커당 1달러를 할당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방풍림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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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이 이루지게 된다. 

  이에 관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에이전시로부터 이 프

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자에게 승인을 주기 전에 

에이전시에서는 토지가 농지보호를 위한 방풍림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

사비용은 지원자가 부담하게 된다. 토지 중 일부가 농지보호를 위한 방풍림

으로써 구분되면 이 필지가 적어도 폭이 50피트가 되고, 담장라인, 소유지라

인 혹은 경계지와 인접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더

불어 방풍림으로 구분된 곳은 그곳에 주거를 위한 어떠한 건물이나 기타 다

른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수렵도 허가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가 에이전시에서 제시한 기준들에 부합하도록 방풍림을 유지하

여야만 한다. 이러한 규칙을 어기게 되면 방풍림지역으로부터 제외되게 되고 

토지소유자는 협약사항을 어긴 것으로써 일정한 벌금을 내야 된다.

다. 아이오와(Iowa)

  - Resource Enhancement and Protection Rules(Iowa Code, Section 467F, Rule 27, 

Chapter 12: Water Protection Practices-Water Protection Fund)

  이 법은 1990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이 산림농업(Agroforestry)을 위해 특별

히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산림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아이오와주가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기초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은 많은 적법한 실연방법들을 담고 있다. 이들 실

연방법들 중에 하나가 산림농업이다. 산림농업 유형 중에도 줄형 작물재배

(strip-cropping), 농지경계림, 농지보호 방풍림, 식물보호지역, 임간축산, 특정 

지역 조림 유형이 이에 속한다. 

  아이오와 농업과 토지책무과(Iow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Land 

Stewardship)의 토양보전분과(Division of Soil Conservation)에 의해서 만들어지

고 운 되는 프로그램은 비용분담프로그램이다. 비용분담율은 총비용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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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며 에이커당 365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특히 줄형 작물재배에 있어서

는 에이커당 15달러까지 지원되는 비용분담비는 한번에 지급된다. 아울러 저

비용 어린묘목 재배와 기술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는 토지소유자나 농장주는 에이전시에서 요구

하는 일정한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이전시에서 제시한 일정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재정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들은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기준들을 초과하거나 수용

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하고, 기대수명이 20년이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현존하고 있는 곳에 수선하거나 수정을 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 메릴랜드(Maryland)

  - Cost Sharing Water Pollution Control Act(Maryland Acts 1984, Subtitle 7, 

Chapter 795, Section 2; 8-701 to 8-705)

  1984년에 제정된 이 법은 건전한 농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최선의 경 을 통한 실연방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

들을 통해 토양유실, 동물잔해, 유기물, 농약으로부터 수자원 오염을 최소화

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BMPs는 27개의 실연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네 가지 유형, 즉, 방풍림, 오염원 여과림, 줄형 작물재배, 특정 지역의 조

림이 산림농업으로 분류된다.

  비용분담 수질오염조절법(Cost Sharing Water Pollution Control Act)에 의해 

만들어진 메릴랜드 농업용수비용분담프로그램(Maryland Agricultural Water 

Quality Cost Share Program, MACs)은 Maryland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Office of Resource Conservation에 의해 운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법적 비

용의 87.5%까지 비용분담을 해주고, 재정지원의 경우 한 프로젝트에 1만 달

러 혹은 2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 덧붙어 각종 기술지원이 무료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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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S프로그램은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거나 현재 야기하고 있는 농장

을 운 하는 개인, 공동경 자, 회사 등 다양한 주체에 적용된다. 제안된 프

로젝트는 수질개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MACS에서 제시한 법적 기준과 비

용효율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주정부의 비용분담자금은 이전

에 한 번 시도해서 실패한 곳에 농업적 이용을 위해 재시도하는 곳에는 지

원하지 않는다. 동의한 사항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곳에서 수질 개선이 이루

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을 토지소유자가 상환하여야 한다.

마. 미주리(Missouri)

  - Missouri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Afforestation Act(Missouri Revised 

Statutes, Chapter 252. 300-252.333)

  이 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 1993년에 수정되었다. Missouri Department of 

Conservation(MDC)은 다른 관련 에이전시와 협력하여 산림농업프로그램을 발

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혹은 확

대된 연방 보전보류프로그램(Federal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을 보

완하는 것. 2) 토양보전을 촉진하는 것. 3) 산림농업 유형을 실현함으로써 미

주리지역의 농업기반의 다양화 추구.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써 얻고자 하는 목적은 토양보전, 수질개선, 

공기정화, 야생동물 서식처 개선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장기적인 상호연

계 전략을 가지고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또

한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문제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토지가 산림농업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연방정부와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 10년간 더 CRP지역에 대해 주

정부 임대지불금을 지원해 준다. 따라서 농민은 만약 그들이 산림농업을 목

적으로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한다면 20년간(10년간의 CRP 계약기간)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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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15년간의 CRP 계약기간) CRP 토지에 대한 인센티브 지불을 받게 되

는 것이다. 법적으로 적합한 산림농업 유형들은 나무와 작물(방풍림), 나무와 

사료작물(임간축산), 나무와 대체작물(산림농장), 나무와 원예작물(임간재배)

이 해당된다. 

  완전 정착기간까지 이 프로그램은 산림농업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나무를 

심거나 관련된 유형들을 도입할 경우 비용분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총비

용의 75%를 초과하지 못한다. 완전 정착화 되는 기간이란 CRP에 속하는 토

지이거나 CRP에 속하지 않는 토지에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와 

덧붙여 MDC의 기술대표자에 의해 매년 이루어지는 검사들은 경 관리 구조

의 효율성을 평가하게 된다. 

  지원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MDC에 일정한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

원자는 10년 동안 법적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만 한다.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토지는 토양손실이 자주 일어나는 농업용지, CRP에 적용되는 농

업용지, 지정된 농지의 1/3 이상이 유실지수(Erodibility Index, EI)가 8 이상이면서 

CRP에 해당되지 않는 토양유실 가능성이 높은 농업용지가 해당된다. 만약 이러

한 유형들이 협약사항과 다르거나 토지소유자가 이전에 있던 문제들을 개선하

려는 의지가 없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차후의 지불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마. 미네소타(Minnesota)

  - Reinvest in Minnesota Resources Law(Minnesota Statutes, Section. 103F.505 to 

103F.531)

  이 법은 1994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토양 유실 방지, 수질보호, 

어류와 야생동물 서식처 보호를 위해 한계농지에 농작물 재배를 하지 않도

록 유도하는데에 있다. 이 법은 한계농지나 토양유실 가능성이 높은 토지, 

공공하천에 인접한 토지, 습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의 토지에 농업행위를 

중지하도록 유도하고, 이 지역에 다년생 식물을 식재함으로써 환경적 가치 

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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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실연유형들

을 발전시키고 관장하기 위해 수자원 및 토양자원 위원회(The Board of Water 

and Soil Resources)가 결성된다. 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산림농업 유형은 방

풍림, 녹색식물지대(vegetative buffer strip), 임간축산이다.

  필요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고, 다년생 식물이나 나무를 식재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비용분담프로그램에 따라 재정지원도 이루어진다. 비용분담율은 

일정 기간을 한정할 경우 비용의 75%, 항구적으로 할 경우 100%를 지원받게 

되고 에이커당 75달러에서 300달러의 범위에서 지원된다.

  이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지역은 대개 한계농지, 수변지역, 방풍림이 식재

된 토지, 목초지로 활용되는 사면토지가 해당된다. 토지소유자는 에이전시에

서 제시한 협약사항에 동의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토지에서 방

풍림과 같은 항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형들이 가장 우선시 취급된다.

바. 네브라스카(Nebraska)

  - Nebraska Soil and Water Conservation Act(Nebraska Revised and Reissued 

Laws, Section 2-1575 to 2-1585) ; Nebraska Erosion and Sediment Control 

Act(Nebraska Revised and Reissued Laws, Section 2-4601, to 2-4613)

  이 두 법은 1945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동안 여러 번 수정되었다. 전자의 

법이 가장 최근에 수정된 것은 1993년과 1995년이고, 후자의 법은 1986년, 

1988년, 1991년, 1994년에 각각 수정되었다. Nebraska Soil and Water 

Conservation Act에 따라 Nebraska Natural Resources Commission이 필요한 프로

그램과 실연유형들을 관장하게 된다. 그리고 Nebraska Erosion and Sediment 

Control Act에 따라 실연유형들을 관장하기 위한 에이전시로써 위의 위원회

와 협력 하에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가 주관하게 된다. 

  이들 두 법은 각각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호보완적

인 측면이 강하다. Nebraska Soil and Water Conservation Act는 네브라스카주의 

수자원과 토지자원을 보전, 보호, 이용에 관해서 다루고 있으며, 이 법은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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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과 퇴적물 손실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Nebraska Erosion and 

Sediment Control Act는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토양유실과 퇴적물 유실을 방

지하는 수단들을 강화하고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에서 산림농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유형들은 방풍림, 줄형 작물재배, 

특정 지역에 대한 조림이다. Nebraska Soil and Water Conservation Act하에 지

원되는 재정지원은 사용된 실비용의 75%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

고 Nebraska Erosion and Sediment Control Act하에서 지원되는 재정지원은 실비

용의 90%까지 지원된다. 이 두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는 지원금의 재원은 

Nebraska Soil and Water Conservation Act에 의해 조성된 Nebraska Soil and 

Water Conservation Fund이다. 

  지원자가 제안한 유형들의 적법성은 천연자원보호구역, 토양보전사무국 

그리고 기타 관련 에이전시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위원회와 토지소유자간에 이루어지는 협약은 단기 혹은 장기간의 협약을 하

게 되는데 장기의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사.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 Shelterbelt Development Act(SL 1985, Chapter 38-7A-1); Pheasants for Everyone 

Tree Cultivation Guidelines

  Shelterbelt Development Act는 State Conservation Commission과 보전 관련 부

서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주농무부에 의해 관장된다. 이 법은 1990년에 제정

되었다. Pheasants for Everyone Tree Cultivation Guidelines은 동식물 서식처림과 

방풍림을 장려하기 위해 1986년에 Department of Game, Fish and Parks(DGFP)

에 의해 발의되었다. 

  동식물 서식처림의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두 프로그램 하에서 인센티브는 

매년 지불되는 지불금과 비용분담프로그램 형태로 지원되었다. 첫째 지불금제

도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서식처림을 조성한데 대해 연간 에이커당 5달러를 

지불한다. 그리고 비용분담프로그램에서는 조림한 넓이, 조림열 수, 수종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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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다양한데 에이커당 50달러에서 125달러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에게 

DGFP에 의해 지급된다. DGFP하에서 서식처림을 조성하여 안정화시키는데는 

토양보전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다. 

  Shelterbelt Development Act하에서 State Conservation Commission은 서식처림이 

적법성을 결정한다. 1984년 1월 1일 이후에는 조림된 서식처림만이 허가를 받

을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서식처림의 승인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Pheasants for Everyone Tree Cultivation Guidelines하에서 관심 있는 토지소유

자들은 서식처림 조성을 위한 계약을 맺어야만 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승인

을 위해 DGFP 대표부에 보내진다. 서식처림을 위한 최소 나무 줄 수는 1-15

에이커에 8줄이 되어야 한다. 나무는 최초 조림된 시기를 포함해서 4년 동안 

육림되어야만 하며 계약의 유효기간은 조림 후 10년간이다.

아. 버지니아(Virginia)

  - Soil and Water Conservation Law(Code of Virginia, Section 10.1-500 et. seq.)

  이 법의 목적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최선의 경  실연방법(BMPs)을 정착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버지니아의 토양 및 수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데에 있

으며 1984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실연유형에는 22가지가 있다. 이중 7가지가 산림농

업과 관련이 있는 유형들이다. 완충형 줄작물재배(Buffer strip-cropping)와 줄작

물재배(strip-cropping) 시스템은 토양유실을 막고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

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식물완충지역으로 구분되는 숲완충지역과 하천보호

지역과 같은 특정한 지역에 녹색완충지역을 형성하는 것은 그 지역으로부터 

퇴적물 유출을 막고 각종 유기물의 유출을 막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 토지소유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종 비용분담

율이 제공되고 있다. 구성요소에 따라 실비용의 70-75% 그리고 에이커당 15

달러에서 100달러가 지급된다. 더불어 45개 지역 토양 및 수질 보전지역은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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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간접적으로 산림농업과 관련이 있는 주정부 정책

  8개 주가 산림농업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다. 간접

적인 관련 정책들 하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산림농업과 

관련이 있는 정책들 하에서 적용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한데 기술지원과 

교육, 비용분담, 세금감면, 자금 대출과 같은 프로그램들이다(표 참조).

<산림농업과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미국 각 주의 정책>

주명 제도 및 법
제정연도
(개정)

규정

델라웨어
Commercial Forest Plantation
Act(상업적 조림에 관한 조항)

1953 인공조림지에 대하여 30년간 세금 면제

일리노이
Forestry Development Act
(산림개발에 관한 조항)

1983
(1986)
(1987)
(1990)
(1993)

비용의 75% 지원, $25-$210 초과 불가

미시건
Farmland and open Space Preservation Act
(농지와 개활지 보전에 관한 조항)

1974 농지나 개활지로 등록된 땅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

미시시피
Forest Resource Development
Law

1974 비용의 75% 지원, $37.3/acre 초과 불가

뉴저지
Farmland Assessment Act
(농지과세에 관한 조항)

1964
(1986)

허가된 임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뉴멕시코
Forest Conservation Act
(산림보호와 관한 조항)

1978 비용 지원, 저렴한 묘목가

뉴욕
New York State Ginseng Regulation
(뉴욕 주 인삼 규제)

1987 -

노스다코타

North Dakota Forest Stewardship Tax Law
(노스다코타 산림의무세 법률)

1991
의무조항을 잘 실천하 을 경우 매년 50센트/acre 정도만 
세금 부과

Forestry and Tree Distribution
(임업 및 나무 유통)

1995 주민과 토지소유자에게 씨앗과 조림채권 배당

유타
Management of Forest Lands
and Fire Control
(산지관리와 산불방지)

1988 비용분담 $75/acre 지원, 기술지원

워싱톤

Eco-practice Standards for State
- owned Agricultural and Grazing Lands
(주소유의 농지 및 목초지를 위한 생태
시업 기준)

1993 -

위스콘신
Wisconsin Managed Forest
Law(위스콘신 산림관리법)

1985 개활지에 대해서 $0.85/acre 세금감면

자료 : H.E. Garrett외 2명, ｢North American Agroforestry: An Integrated Science and Practice｣, 

2000

      Agus I. Rahmadi, ｢A study of state agroforestry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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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농업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주들은 간접적인 

정책 속에 있는 각종 조항들과 산림농업과 관련이 있는 Conservation Reserve 

Program(CRP), Forest Stewardship Program(FSP)와 같은 연방정부의 정책들을 통

해서 산림농업유형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을 뉴멕시코 주와 유타 

주에서 발견된다.

  산림농업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주들은 대개 조

림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감면(Tax Reduction)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세금감면 

정책을 사용하는 주는 델라웨어 주, 미시간 주, 뉴저지 주, 노스다코타 주, 위

스콘신 주로 5개주이다. 조림을 장려하기 위해 이용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비용분담(Cost-Sharing)인데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주는 일리노이 

주, 미시시피 주, 뉴멕시코 주, 유타 주로 4개 주이다. 뉴욕 주와 워싱톤 주는 

인센티브성의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가. 델라웨어(Delaware)

  - Commercial Forest Plantation(Delaware Code, Title 7, Chapter 35, Section 

3501-3508)

  이 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델라웨어 농무부에서 운 하고 있는 세금감

면 프로그램은 개인 소유의 토지에 산림경 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산림에 조림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토

지소유자는 조림한 지역에 한해서 30년간 세금면제를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시한 토지가 주정부의 산림전문가들

에 의해 승인된 산림경 계획에 의해 경 되어야 하고 면적은 10에이커 이

상이 되어야 한다.

  이 법은 잠재적으로 델라웨어 주의 산림농업 도입에 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하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그들의 토

지에 나무를 심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적용될 토

지는 산림경 계획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계획을 승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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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정부의 산림전문가들은 산림에 보다 좋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산림농업유형을 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일리노이(Illinois)

  - Illinois Forestry Development Act(Title 17, Chapter Id, Section 1536.30)

  이 법은 1983년, 1985년, 1986년, 1987년, 1990년, 1993년에 걸쳐 여러 번 수

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조림 장려에 있다. 일리노이 주의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의 Division of Forest Resources가 조림장려를 위한 비용분담프

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적어도 5에이커의 토지가 있어

야 하고 최소 10년간 계약을 하여야 한다. 비용분담율은 실비용의 75%인데 

이것은 조림형태에 따라 25달러에서 210달러 정도의 범위에서 지원된다. 비

용분담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1) 조림면적이 1에이

커 미만이거나 에이커당 식재된 나무가 435그루 이하일 경우, 2) 유실수, 조

경수 식재 시, 3) 식재된 나무에 관개시설 도입 시.

  토지소유자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된 모든 비용을 환불하

여야 한다.

다. 미시건(Michigan)

  - Farmland and Open Space Preservation Act(Act 116, P.A. 1974)

  이 법은 1974년에 제정되었다. 미시건 주의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의 Division of Forest Resources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은 농

지에 대한 개발권과 개벌지에 대한 개발권으로 명명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농경지와 개활지에 대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키 위해 사용되고 있다. 

  토지소유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에이전시는 동참하

는 토지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두 프로그램의 최소참여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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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며 이 기간이 되기도 전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지금까지 지원받은 모

든 세금혜택에 대해 다시 상환하여야 하고, 여기에 상환할 금액에 대해 매년 

6%의 이자가 덧붙여진다.

라. 미시시피(Mississippi)

  - Mississippi Forest Resource Development Law(Mississippi Laws 1974, Chapter 

326, Section 49-19-201 to 49-19-227)

  1974년에 제정된 이 법은 미시시피 주의 황폐해진 사유림에 대해 산림자

원 축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Mississippi Forestry Commission은 조림, 육묘, 육림, 대상지 정리, 수렵을 위

한 보전과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활엽수 조림을 장려키 위해 비용분담프로

그램을 실시하 다. 비용분담율은 실비용의 75%이고, 에이커당 37.3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계약기간은 10년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토지소유자, 단체, 에이전시, 주

정부가 해당된다. 개인제조업체나 공공재를 제공하는 개인업체는 이 프로그

램에 참여할 수 없다. 더욱이 비용분담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

는 사람들은 지원받을 수 없다.

마. 뉴저지(New Jersey)

  - The Farmland Assessment Act(N.J.A.C. 18.15.2)

  이 법은 1964년에 제정되어 1986년에 수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산림의 

과도한 벌채를 막음으로써 공기정화, 수질개선, 야생동물 서식처 제공과 같

은 산림의 중요한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산림경 계획에 따라 산림을 

관리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토지는 최

소 5에이커가 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림농업유형은 산림농장, 임간축산, 임간재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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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뉴멕시코(New Mexico)

  - New Mexico Forest Re-leaf Act(NMSA 1978, Section 68-2-29 to 68-2-33)

  1978년에 제정된 이 법은 조림을 장려함으로써 환경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조림할 경우 비용분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쓰이는 자금은 보전과 조림 회전자금에서 기인하는데 

이 자금의 20%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된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에게 묘목가 인하, 기술지원이 제공된다.

사. 뉴욕(New York)

  - New York State Ginseng Regulation(Title 6 New York Codes, Rule and 

Regulations, Sections 193.4-103.8)

  1987년에 제정된 이 법의 목적은 뉴욕 주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품질을 보

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 하에서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없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뉴욕주산 인삼임을 인증함으로써 인삼거래를 규제한다. 인증이 의미

하는 것은 뉴욕 주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거나 자연 채취된 뉴욕산 인삼의 

수출을 허가하는 환경보전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가 발급

한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삼을 거래하는 업

자는 환경보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삼 거래에 대한 모든 거래 기

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환경

보전부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더욱이 인삼거래업자는 90일마다 인

삼거래 상황을 환경보전부에 보고해야만 한다.

아. 노스다코타(North Dakota)

  - North Dakota Forest Stewardship Tax Law(North Dakota Century Code, Chapter 

57-57); Forestry and Tree Distribution(North Dakota Century Code, Chapter 4-19)

  North Dakota Forest Stewardship Tax Law(1991)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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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림자원에 대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스다코타 산림청은 Forest Stewardship 

Program하에서 경 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 매년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

어야 한다. 1) 10에이커 이상의 천연림, 2) 5에이커 이상, 너비 60피트 이상인 

인공림, 3) 10에이커 이상의 천연림과 인공림이 혼합된 산림. 계약은 5년 동

안 유지되며, Board of County Commissioner와 토지소유자들 간에 쌍방간의 합

의하에서 계약사항은 재조정될 수 있다.

  두 번째 법인 Forestry and Tree Distribution은 1995년에 제정되었는데 임업활

동을 촉진하고 산림의 개발, 이용, 효율적인 경 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었

다. 이 법 하에서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토지소유자나 노스다코타 주 주민에

게 주정부에서 운 하는 묘목장에서 씨앗과 묘목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

렇게 나눠진 씨앗과 묘목들은 재조림되거나 방풍림, 동식물서식처림, 울타리, 

크리스마스 츄리, 기타 환경보전을 위한 조림에 쓰이게 된다.

자. 유타(Utah)

  - Management of Forest Lands and Fire Control(Title 65A-8, Chapter 1)

  이 법 중에서 한 챕터가 산림농업과 관련이 있다. Utah Division of Forestry

는 이 챕터를 1992년 유타 주 산림농업 지원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

요한 조항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챕터의 일반적인 목적은 연방정부 소유가 아닌 산림과 수변지역을 보호

하고 사유림 소유자들로 하여금 산림과 다른 토지를 보전하고 보호하며 경

하도록 유도하는데에 있다. 산림농업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Division of 

Forestry는 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일정한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Stewardship Incentives Program 

(SIP)을 완성하는 것이다. 현장에 종사하는 일선직원들은 토지소유자에게 기

술지원을 해 주고 비용분담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목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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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보고한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최소 20에이커

의 토지가 있어야만 한다. 

차. 워싱톤(Washington)

  - Ecosystem Standards for State-owned Agricultural and Grazing Lands (Washington 

Laws, First Special Session, Chapter 4, Section 5-6)

  이 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으며, 법의 목적은 일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 천연자원에이전시, 단체들 간의 상호 협조하는 자원경

계획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이 법 하에서 지원되는 인센티브제도는 없

다. 에이전시들을 관장하고 있는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와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는 이 법이 워싱턴 주정부가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기

준들에 부합하고 잠재적으로 개발 가능한 산림농업유형은 방풍림, 식물완충

지대, 임간축산, 임간재배이다.

타. 위스콘신(Wisconsin)

  - Wisconsin Managed Forest Law(Wisconsin Statutes 93-94, Chapter 77, Sub 

Chapter VI: 77.80-77.91)

  이 법은 건전한 임업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상품적 가치가 있는 작물의 성

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5년에 제정되었다. 건전한 임업활동이라는 것은 개

인 산주의 목적과 레크리에이션 기능, 경관기능, 야생동물 서식처 기능, 토양

유실 방지, 자원보호와 같은 공공의 욕구와 합치하여야만 할 것이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산림경 계획에 동의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규모 면에서 최소 10에이커의 토지가 있어야 한다.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고

려하여 주정부의 산림관련자는 산림경 계획에 산림농업유형을 추천할 수 

있다. 세금감면은 이 프로그램에 등재된 토지에 한해서 제공된다. 199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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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97년 동안에 Managed Forest Law하에서 토지에 대한 세금은 개활지의 

경우 에이커당 0.85달러, 비개활지의 경우 에이커당 2달러의 세금이 부과되

었다. 이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토지는 25년간이나 50년간 둘 중 하나의 기간

에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2. 미국 산림농업 사례2)

2.1. 산림농장(Forest Farming)

  산림농장은 농작물에게 유용한 그늘과 미세기상을 제공하기 위해 심겨진 

나무들 아래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농

장에 주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은 약용작물, 식용 야채류, 장식용 식물로 나

눌 수 있다.

  34개 주에 있는 RC&D 지역 중 34%가 산림농장 유형을 운 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고, 이들 지역 중 중서부와 남동부 지역이 전체의 70%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몇몇 지역이 산림농장 중 하나 이상의 작목들

을 운 하고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Trinity RC&D는 다

섯 가지 작목으로 구성된 산림농장을 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버섯, 장식용 양치류, 인삼, goldenseal, 실유카로 구성된 다섯 가

지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 다. 버섯은 72%, 인삼은 62%가 재배하는 것으

로 나타나 산림농장유형의 품목 중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목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장식용 양치류 21%, 실유카 21%, goldenseal이 6%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의 분포도는 각 지역의 특수한 조건들을 반 하고 있다. 특히 실유

카의 경우는 5개주의 5개 RC&D에서만 재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 이 부분은 미국의 National Association of RC&D Councils(NARC&DC)의 2000년 봄

호 리포트에서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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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자연환경으로 인한 것으로 북서태평양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산림농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RC&D중 92%가 규모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C&D중 57%가 직접 산림농장 유형들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21개 지역에서는 세미나, 컨퍼런스, 투어, 

시연회 등을 통해서 산림농장 유형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조사된 다섯 가지 품목 이외에도 잠재적으로 산림농장에 널리 이

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는 야생화, 도토리나 개암과 같은 견과류, 공예품을 

위한 포도덩쿨류, pine straw mulch, kenaf, 수액(maple syrup), 야생 검은 딸기, 

나무딸기, European truffles(유럽 송로(松露))이다. 특히 5개 RC&D에서는 산림

농장에 대한 좀 더 많은 교육과 정보들을 요구하 고, 다른 한 곳에서는 여

기에 더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산림농장을 운 하는 것이 다양한 작물재배의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시장

성이 전제되는 수요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RC&D중 10%가 제기하 다. 

산림농장을 널리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3개 주에 있는 RC&D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소규모의 농장이 산림농

장을 위해 특히 유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2. 임간재배(Alley Cropping)

  임간재배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나무들 줄 사이에 일년생이나 다년생 작물

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장기간의 나무가 목재 가치를 지니기까지 농작

물이 매년 소득을 창출해 준다. 임간재배의 유형으로는 검은 호두나무 사이에

서의 콩 재배, 속성 소나무나 포플러 사이에서의 사료용 풀 재배를 들 수 있다. 

일년생 작물의 성장은 나무의 성장정도와 그늘 생성에 따라 다양하다.

  22개 주의 RC&D중 13%가 임간재배가 그들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답

하 다. 많은 RC&D에서 말하기를 임간재배 유형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욕구들이 많이 있다고 하 다.

  한 줄 혹은 여러 줄로 형성된 활엽수띠가 임간재배를 위해 가장 널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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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는 형태이나 침엽수띠를 이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임간재배는 

오레곤, 워싱톤, 텍사스를 제외한 중부지역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미네소

타와 켄터키 주에서는 포플러와 같은 단기벌채가 가능한 활엽수를 많이 이

용하고 있다.

  임간재배를 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 RC&D의 66%가 농장의 

경제성 개선을 위함이라고 답하 다. 농지 유실방지, 수질개선, 야생동물 서

식처 개선 등의 역할을 위해 임간재배를 하겠다는 의견은 50%를 넘지 못하

다. 그 외 임간재배를 하고자 하는 이유들로는 농지의 나무 식재지로의 전

환, 농작물 생산 증대, 과수원 조성, 탄광지역의 회복 등이다.

  임간재배를 하고 있는 RC&D의 69%가 확장을 위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28%만이 임간재배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임간재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

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임간재배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 증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임간재배시스템으로는 전통적인 줄 형태를 띤 농작물 재배, 상품화 할 농

작물, 허브와 약용작물, 사료작물이 이에 속한다.

  8개의 RC&D가 임간재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활용하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허브와 약

용식물 재배, 등선을 따라 개암나무 식재, 검은 호두나무 줄 사이로 농작물 

재배 등을 활성화하는데 참여하고 있었다.

2.3. 방풍림(Windbreak)

  방풍림은 바람과 눈으로부터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농작물과 가축, 건물, 

농경지, 도로, 공동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일컫는다. 

나무로 형성된 눈보라 방지용 울타리는 우선적으로 도로를 보호하지만 눈을 

모이게 함으로써 토양에 수분을 공급하고, 연못이나 저수지에 물을 채워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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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풍림은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이용되어 왔다. 이것은 이 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43개주에서 방풍림 유형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RC&D 중 68%가 방풍림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RC&D가 보고한 방풍림 중 82%가 농지보호나 공동체 보호를 위해 방풍림

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 보호를 위해 더 많이 이용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들판이나 목초지 보호를 위한 방풍림은 68%

를 차지하 고, 가축보호를 위한 방풍림은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풍림 효과로 가장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것들은 바람의 속도 감소효과, 

에너지 비용 절감, 야생동물 서식처 제공, 가축보호, 토양손실 감소 등이다. 

비용분담프로그램의 유용성이 방풍림 적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많은 응답자

들이 그들에게 조언을 주고 있는 토양과 수자원보호국(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 SWCD's), NRCS, 대학 그리고 다른 주나 연방정부 관련 

기관들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RC&D는 방풍림 식재를 증가시키기 위해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방풍림은 1930년대 이래로 많은 지역에 식재되었는데 지금은 많은 곳에서 

방풍림들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몇몇 RC&D 지역에서는 방풍림을 위해 심

겨졌던 나무들이 수세가 약화되거나 죽어 가는 곳도 있다. 방풍림을 안정화

시키기까지의 고비용은 새로운 방풍림 식재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따라서 방풍림 재조림이나 신규조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재정지원

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4. 임간축산(Silvopasture Systems)

  임간축산은 나무와 사료작물 그리고 가축생산을 동시에 하는 것을 말한다. 

나무는 장기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가축은 단기적인 소득을 보장해 준다. 나

무와 사료작물을 혼합하는 것은 가축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높은 사료 생

산을 가능케 한다.

  임간축산은 소나무 지대에 많이 응용되는데 테나소나무와 초본식물, 폰더

로사소나무와 자생식물과 조화를 이루는 유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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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침엽수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을 뿐 활엽수에 대해서는 

pecanorchard/fescue grass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아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32개 주에 있는 67개 RC&D 지역 중 30%가 임간축산을 하고 있다고 응답

하 다. 그리고 임간축산을 하고 있는 지역의 대략 60%가 남동부에 위치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간축산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한 질문에는 84%가 농가경제 개선을 위해서

라고 대답하 다. 농가소득원 다양화를 목적으로 임간축산에 대한 많은 관심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간축산에 의해 발생되는 부정적인 측면

에 대한 것은 토양손실, 수질 악화, 야생동물 서식처 감소 등이 제기되었다. 

  알레스카의 경우 낙농과 축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천연림에서의 방목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pecan orchards유를 여러 지역에서 조림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지역에서는 pinionjuniper와 cedar의 고 도 식재가 방목에 있어 장애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RC&D가 임간축산 유형을 촉진하기 위해 투어, 미팅, 소책자, 방목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어느 한 RC&D는 매년 젊은이를 위한 산림주간을 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임간축산을 장려하기 위

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2.5. 수변완충림(Riparian Forest Buffers)

  수변완충림은 나무, 관목, 식물류들을 포함하는 자연발생적 관목이나 인공

조림을 통한 강변산림지대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수변완충림은 인근 농지

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유기물 방출, 농약유출 등의 오염원으로부터 수자원 

보호를 위한 완충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또한 수변완충림은 강

변 둑의 소실 방지, 수자원 환경 보호, 야생동물 서식처 보호, 경관기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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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고 있다. 

  수변완충림은 산림농업 형태 중 가장 흔하게 이용되고 있는 유형으로 조

사대상 RC&D 지역 중 81%가 수변완충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변완충림을 더 확충하고자 하는 RC&D 지역이 93%로 나타났다. 수변완충

림의 역할을 보면 강둑 소실 방지가 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오염원 유

출 방지 83%, 야생동물 서식처 제공 73%로 나타났다. 그 외 복구, 사태방지, 

수생식물 서식처 제공, 경관기능을 위한 역할이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변완충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

나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수질과 관련된 것이다. 

  수변완충림을 확대하기 위한 많은 제안들이 나왔지만 실제 수변완충림을 

하고 있는 많은 지역들이 그 규모가 소규모라서 인센티브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았다. 따라서 수변완충림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에 따른 이

익을 사회에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림을 통한 수변완충지역을 만드는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강둑의 소실방

지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조지대인 남서부의 경우 

이 지역에 식재되어 있던 salt cedar 나무들을 제거하고 그 곳에 토착 수종인 

북미산 사시나무와 흑버드나무를 식재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106개의 RC&D중 대부분이 SWCD, NRCS, 

Forest Servic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와 같은 파트너들과 협동을 

통해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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