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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국민경제가 발달하고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 하면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국

토보 , 야생동물서식처, 휴양 등 산림이 발휘하는 공익  기능에 한 사회  수요

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행의 조림과 보호 주의 녹화 임정에서 산림에 한 사회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임정으로의 환이 필요한 시 이다.

  산림의 공익  기능은 시장에서 평가되지 않는 공공재로서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 으로 필요한 수 보다 게 생산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산림의 공익

 기능을 유지․증진시키기 해서는 한 산림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산림에 한 산주의 심을 유도하고 사회  수요를 충족

시키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산림의 공익  가치를 산주에게 돌려주는 방안은 무엇이고 련 정

책을 어떠한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시하 다. 이를 해 먼  산림이 

가지는 공익  가치에 한 평가 방법과 특징, 환원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국내외 사

례를 검토하 고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산림의 공익  가치와 환

원에 해 일반국민과 문가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림이 발휘하는 공익

 가치의 환원 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가 산림의 공익  가치를 환원하는 데 있어 유용한 기  자료가 되기를 바

라며 연구를 하여 조해 주신 일반국민, 련 문가, 산림청 계자에게 깊이 감

사드린다.

2006. 1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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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

  산림은 목재 생산이라는 본원  기능 이외에도 생물 다양성보 , 국토  수자원함

양, 경 보 , 교육  휴양서비스제공, 산 통문화 유지 등과 같은 공익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이 개선됨에 따라 이러한 공익기능에 한 사회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에 응한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인하여 산

림이 발휘하는 공익  기능의 상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써 산림의 공익  기능은 

요성이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림은 69% 이상이 사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해서는 사유림 경 의 활성화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유령림이 많은 자연조건, 

인건비 상승과 상 으로 열악한 지형조건 등으로 인하여 목재 생산을 주로 하는 

사유림의 경우에는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실이다. 한 각종 보안림, 국립공원, 

백두 간 보 제도에 의한 시업규제로 임목의 벌채  산지 용 등에 제한을 받아 

사유림 경 의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유림 경 이 쇠퇴하면서 산림

방치나 타용도 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산림을 히 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

라 산림이 발휘하는 공익기능도 더불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의 공익  기능은 공공재로서 시장에서 평가되어 거래되지 않고 있다. 시장기

능에만 의존할 경우 산림의 공익  기능은 사회 으로 필요한 수 보다 게 생산되

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생산하는 경 주체에게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생산수 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산림을 히 리하여 산림의 공익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해서는 산림의 공익  가치에 한 한 보상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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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지속 인 산림에의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산림에 한 사회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산림의 공익  가치를 환원하는 방안은 다양한 분야를 포 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

별로 국내외 황  제도 등을 악하여 도입 가능한 분야를 단계 으로 제시하고 

도입을 한 이론 ･법 ･제도  논리 등이 필요하나 재 지원정책 근거를 한 공

익기능 가치평가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을 한 이론과 특징을 정리하고 이들 가치

를 산주에게 돌려주는 방안은 무엇이며 련 정책을 어떠한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

람직한지와 이를 실화하기 하여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연구 목 이 있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2.1.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산림의 공익  가치의 환원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평가, 국내외 공익  가치 환원 사례 검토,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방안제시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평가 부분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의 특징과 이론을 정

리하 으며 산림 공익기능 가치평가 사례․기법들을 비교하 다. 한 산림의 공익

기능에 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산림의 공익기능별 요도 인식태도와 정책지

지 의견 등을 조사하 다. 

  다음으로 국내외 공익기능 가치 환원 사례 검토에서는 국내의 공익  가치 환원 용 

사례인 농업, 수산, 환경 분야를 검토하 으며 국외의 공익  가치 환원 용 사례인 일본, 

미국, 독일의 사례를 비교하고 그 시사 을 검토함으로써 국내도입 가능성을 제시하 다.

  산림의 공익  기능가치 환원 방안 제시에서는 문가들을 상으로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방안에 한 의견을 조사하 다. 문가 조사에서는 기존 임업정책의 개선 

방안, 재원 마련방안, 제도 개선방안 등과 같은 구체 인 정책 안들을 조사하 다.

  마지막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의 조사 결과와 국내외 환원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공익  가치 환원제도의 도입방안을 단계별로 구체

으로 제시하 다.

  이 연구의 연구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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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에 한 연구 흐름도

•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 검토
• 전문가,정책담당자 면담조사

•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

• 국내외 공익적 가치 환원사례 검토

• 공익적 가치 환원방안 제시

• 산림의 공익적 기능 분류와 특징 검토
• 산림의 공익적 기능 이론적 검토
• 산림 공익기능 의향조사

• 국내 공익적 가치 환원사례 검토
• 외국 공익적 가치 환원 적용사례 검토
• 산림의 공익적 가치 환원 방안 모색

• 기존 임업정책의 검토 및 개선방안
• 공익가치 환원을 위한 재원마련방안
• 공익가치 환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산림의 공익적 가치 환원방안 제시
- 장단기별 공익적 가치 환원방안제시
- 관련기관별 역할 분담 방안제시

•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 검토
• 전문가,정책담당자 면담조사

•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

• 국내외 공익적 가치 환원사례 검토

• 공익적 가치 환원방안 제시

• 산림의 공익적 기능 분류와 특징 검토
• 산림의 공익적 기능 이론적 검토
• 산림 공익기능 의향조사

• 국내 공익적 가치 환원사례 검토
• 외국 공익적 가치 환원 적용사례 검토
• 산림의 공익적 가치 환원 방안 모색

• 기존 임업정책의 검토 및 개선방안
• 공익가치 환원을 위한 재원마련방안
• 공익가치 환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산림의 공익적 가치 환원방안 제시
- 장단기별 공익적 가치 환원방안제시
- 관련기관별 역할 분담 방안제시

2.2.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와 지 조사, 설문조사(국민, 문가), 해외조사로 구분된다. 

먼  산림이 발휘하는 공익  기능의 련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정부  련 기

에서 발행하는 통계자료와 련 문헌 조사를 실시하 으며 국내의 각종 직 지불

제에 한 실태를 지 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련 자료를 수집하 다.

  다음으로 산림이 발휘하는 공익  가치에 한 국민의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

보았다. 설명조사에는 산림이 발휘하는 공익기능에 한 의견과 공익기능의 유지  

증진 방안을 질문하 으며 공익기능별 발휘정도를 평가하 다. 한 산림 련 문

가 조사를 통하여 산림정책의 방법과 수용 가능성을 조사하 다.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과 련한 해외사례 조사에서는 공익  가치 환원 시스템

이 잘 구축된 일본을 방문하여 정책 담당자․연구자․산주를 상으로 심층 으로 

면담조사를 하고 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방안 도입을 

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하 다.   

  마지막으로 산림 공익  기능의 환원 방안 도입과 련한 산학연의 정보공유시스

템을 구축하기 하여 문가 의회를 3회 개최하여 의견들을 연구보고서에 수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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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실효성 있는 구체  실행 로그램을 개발하기 하여 문가, 련 단체, 

정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토의하 으며 토의결과를 최종보

고서에 반 하 다.  

3. 국내외 연구 동향

3.1. 국내 연구 동향

  산림의 공익기능에 한 가치평가 연구는 크게 자연생태계의 총량 인 연구와 개

별기능에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임업연구원(1991, 1992, 1993), 김종호 등(2005), 윤여창 등(2005)은 산림이 지닌 공익

기능별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종합함으로써 산림의 체 공익  가치를 제시하 으

며 한 다양한 정책 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 인 추진 방안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의 공익기능 가운데 하나의 기능에 한 가치평가연구로는 윤여창(1982), 박석

희(1985), 윤여창･김성일(1992), 김연수(1994), 장호찬(1994), 이창재(1994), 한상열(1995), 

선(1996), 이성태･이명헌(1998), 이 구･신 철(2000), 김재 (2001), 곽승  등

(2002), 이주희･한상열(2003), 곽승  등(2003a), 곽승  등(2003b)이 산림의 공익  기

능에 한 평가를 시도하 다. 

  윤여창(1992)는 덕유산 국립공원의 휴양가치를 여행비용법(TCM)으로 분석하 으

며 박석희(1985), 윤여창･김성일(1992), 이성태･이명헌(1998), 김재 (2001), 이주희･한

상열(2003)도 연구 상은 다르지만 TCM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공익  가치를 평

가하 다.

  이창재(1994), 김연수(1994) 등은 산림의 공익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를 실시하

는데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산림이라는 자연생태계의 총량에 한 사회  

요구를 측정하 다.

  선(1996)은 수렵활동에 따르는 효용가치의 평가연구를 시도하 다.

  권오상(2000)은 산림 등의 자연생태계의 다양한 속성별 가치를 CRM을 이용하여 도

출하 다.

  곽승  등(2003a)은 생태공원조성계획을 하나의 가상  상황으로 상정한 후 지불 

의사액을 생태공원의 속성별로 추정하 다. 곽승  등(2003b)은 수도권 도시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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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지불 의사액을 추정하 다.

  이들 연구들은 부분이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 가운데 어느 한 가지의 공익

 가치만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산림지에 한 체가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산

림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익  기능별 경제  가치를 분리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시행된 임업의 공익  기능에 한 경제  가치평가의 결과는 

아직 임업 부문의 외부효과를 히 내부화하는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농업과 수산업부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직 지불제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정

책 로그램이 실행 에 있지만 임업 부문의 경우 도입가능성에 한 일반 인 검

토와 외국 사례 소개만이 이루어졌을 뿐 직 지불제 도입을 한 실질 이고 체계

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농업부문에서는 이정환 등(1995)이 직 지불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직 지불

제 실시를 한 기본 방향과 상문제 을 직시하여 우선 도입할 정책과 장기 으

로 도입할 지원정책을 제시하 다. 이외에도 서종  등(1996), 이규천 등(1998), 박동

규 등(2000), 오내원 등(2002)의 연구가 있다.

  수산부문에서는 홍성걸 등(2002)이 수산 부문 직 지불제 도입타당성 연구에서 수

산 부문에서 도입 가능한 직 지불제의 유형을 도출한 바 있으며 정명생 등(2004)은 

가두리  수조식 양식어업에 해 환경친화  양식어업으로 유도하기 해 배합사

료 사용 직 지불제도의 시범 실시 로그램을 개발하 다.

  임업부문에서는 김재  등(1999)이 주요국의 임업보조 제도 연구에서 유럽의 공동

농업정책을 통해 실시되는 조림사업을 사례로 직 지불제를 제시하 으며 최용규 등

(2003)은 WTO 상을 한 임업 부문 보조  실태와 응 방안 연구에서 산림 분야 

환경보 을 한 직 지불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경일(2004)은 일본의 산림교

부 제도의 소개와 함께 후쿠오카 을 상으로 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주린원

(2005)은 산림의 공익 기능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공익 기능을 지속 으로 발휘하기 

해서는 사유림에 한 직 지불제의 도입을 주장하 다.

3.2. 국외연구 동향

  산림의 공익  기능 가치에 한 연구는 다양한 상과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되고 

있으며 정책 으로 연결된 사례도 많다.

  Pearce(1991)는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여 조림에 한 사회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



6

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확 조림에 의한 탄소고정기능, 산림휴양제공기능  목재 

생산 기능을 포함하는 임업의 사회  편익이 조림지의 치와 임업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국의 임업확 는 휴양제공기능, 탄소고정기능, 경 제공기능  생물 다

양성 보 기능에 을 두는 임업 형태 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건의하 다.

  Bateman(1992)도 국의 임업은 목재와 같은 시장재화의 생산 기능만을 고려할 경

우는 연간 약 3,000만 운드의 자를 나타내지만 산림의 비시장재 공 기능의 가치

를 합할 경우 국 임업에 한 투자비용보다 많아 제2차 세계 이후 국 정부가 

임업에 하여 재정 으로 지원한 정책이 정책실패가 아님을 주장하 다.

  Wibe(1992)는 스웨덴 도시근방의 숲이 지닌 휴양 기능이 약 7억 크로이며 스웨덴의 

연간 임목성장량 약 3,000만m3에 내재된 탄소의 고정가치(지구온난화 감기능)가 약 

70억 크로라고 평가하 다.

  Hultkrantz(1992)는 임목성장에 의한 정 인 가치(목재자원축 의 변화와 산딸기, 

버섯, 수렵물(고기)의 채취  탄소고정에 따른 사회비용의 감효과)와 부정 인 가

치(임업생산에 따른 생물 다양성의 감소, 토양의 산성화된 산림토양을 화시키기 

한 비용) 등을 동시에 계상한 스웨덴 산림자원 계정의 개선안을 제시하 다.

  Kooten, Thomson and Vertinsky(1993)은 캐나다의 한 천연림을 벌채한 후 재조림하

는 것이 사 임업의 수익성 기 으로 보면 경제 이지 않지만 탄소고정 기능을 포함

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사회 으로 충분한 경제성을 가진다고 분석하 다.

  Brown과 Pearce(1994)는 라질의 열 림 괴로 말미암은 탄소방출에 의한 지구 온

난화 비용을 계산하 다. 이들은 이산화탄소의 추가  방풍에 의한 지구경제의 손실

액을 탄소 1톤당 10달러(미국)로 계산하 다. 

  Garrod and Willis(1997)는 국의 임야 리에 있어서 임야의 면 이나 생물 다양성 

보존기능, 수종구성의 변화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 변화가 유발하는 공익  가치의 

변화를 경제학  방법론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한 산림 리정책을 제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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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산림의 공익  가치와 환원제도 도입의 필요성

1. 공익  가치의 개요

1.1. 공익  기능의 정의

  산림의 공익  기능이란 산림이 발휘하는 다양한 기능들 가운데 목재생산을 제외

한 기정화기능, 수자원함양기능, 토사유출방지기능, 휴양․보건기능, 생물다양성보

기능, 쾌 환경형성기능, 통문화유지기능을 의미한다. 

  산림이 지닌 공익 기능을 평가하기 해서는 계측 상이 되는 공익기능과 가치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공익  가치 가운데 계측하려는 

가치가 어떤 측면을 지니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림의 공익  기능

을 가치의 에서 분류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에서 알 수 있듯이 산림의 총가치는 크게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구분

된다. 사용가치는 산림이 산업으로써 본래 지니고 있는 직 사용가치와 직  사용함으

로써 발생하는 부가  외부성인 간 사용가치, 장래의 이용가능성에서 발생하는 선택

사용가치, 다음 세 가 이용할 것을 기 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산가치로 구분된다.

  비사용가치는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을 느끼는 존재가치만을 

고려하는 경우와 선택사용가치와 유산가치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구분의 

차이는 사용이란 개념을 어디까지 용할 것인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산림의 공익  기능을 구체 인 사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직 사용가치는 임

산물 생산 기능이나 소득･자산형성기능으로 그 가치는 임업자원의 소유자에게만 귀속

된다. 간 사용가치는 산림의 보건･휴양( 크 이션)기능, 산림의 교육기능, 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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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산림이 지닌 공익  기능의 자원 가치

산림의 공익적 가치

사용가치 비사용가치

직접사용가치
(Direct Use Value)

간접사용가치
(Indirect Use Value)

선택사용가치
(Option Use Value)

유산가치
(Bequest Value)

존재가치
(Existence Value)

• 임산물생산

• 소득 및 자산형성

• 환경보전기능 • 보건,휴양

• 교육

• 경관제공 • 전통문화유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사용가치 비사용가치

직접사용가치
(Direct Use Value)

간접사용가치
(Indirect Use Value)

선택사용가치
(Option Use Value)

유산가치
(Bequest Value)

존재가치
(Existence Value)

• 임산물생산

• 소득 및 자산형성

• 환경보전기능 • 보건,휴양

• 교육

• 경관제공 • 전통문화유지

자료: Turner,R.K., D.Peace, and I.Bateman(1994)을 수정 인용.

기능, 녹지자원 제공 기능을 말한다. 선택(옵션)사용가치로써는 형 으로 녹지자원 

제공기능, 통문화 보  기능이 이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유산가치로는 환경보  

기능, 녹지자원제공 기능을 들 수 있다. 존재가치는 통문화 보  기능이 주요한 가

치의 원천이다. 한 생물 다양성보존기능이나 경 보 기능도 존재가치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산림의 공익  기능 가운데 직 사용가치 이외의 가치는 산림자원의 소유

자에 머물지 않으며 지역 주민, 국민, 후세세  등의 일반 사람들에게 범 한 효과

를 발휘하고 있다.

1.2. 공익  기능의 분류

  산림의 공익  기능이 구체 으로 어떤 항목을 포함하는지에 해서는 연구자 마

다 큰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한 각국의 산림은 다양한 자연 , 사회․문화   

경제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각국의 산림에 한 기 수  역시 상이하다. 

  산림의 공익  기능과 련한 세부항목은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들 

분류에 공통 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수자원 함양 기능, 기정화 기능, 휴양․보건 

기능, 생물 다양성 보 기능이고  기타 추가로 지 되는 기능이 토사유출발지기능, 

쾌 환경형성기능, 통문화 유지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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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산림의 공익 기능에 한 정의

기능 김종호 등 일본 임야청 윤여창 등

수자원 함양 기능 ￮ ￮ ￮
토사유출방지 기능 ￮ ￮ ×

기정화 기능 ￮ ￮ ￮
휴양･보건 기능 ￮ ￮ ￮

생물다양성보  기능 ￮ ￮ ￮
쾌 환경형성기능 × ￮ ×

통문화 유지기능 × ￮ ×

주: ￮는 분석 상이며 ×는 분석미 상 공익기능임.

  산림의 공익 기능을 기능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자원 함양 기능이란 산림토양에는 스펀지와 같은 공간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림에 내린 비가 지 으로 스며들어 천천히 하천으로 흘려보내져 집 호우에 따른 

홍수나 가뭄에 따른 물 부족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한 비가 산림의 

토양을 통과할 때에는 미네랄을 증가시켜 수질을 맑게 하는 기능을 의미하기도 한다.

  토사유출방지 기능이란 우리나라의 산림은 경사지에 치하기 때문에 비가 내릴 

경우에 토사의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산림토양에는 낙엽이나 잡목이 쌓여

있어 이러한 낙엽이나 잡목은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한 뿌

리는 지 으로 깊게 퍼지기 때문에 지면을 견고하게 함으로써 산사태가 발생하게 어

렵게 하는 기능도 있다.

  기정화 기능이란 나무는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탄소 형태로 체내에 흡수함으로써 

성장하는 학성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합성작용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

고 동시에 산소를 방출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산림생태계의 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

소의 흡수와 방출, 증발산작용이 탄소 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의미한다.

  생물 다양성보  기능이란 산림에는 나무열매나 낙엽, 가지, 뿌리, 꽃, 수액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자원이 있으며 이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체가 공생하고 있

는데 이는 유 자의 보 , 생물종의 보존, 생태계의 보 을 의미하며 기존의 조수보

호와 천연기념물의 보호 혹은 야생동식물의 보호 기능을 의미한다.

  휴양･보건 기능이란 삼림욕이나 하이킹, 캠핑 등과 같이 실외 크리에이션에 산

림을 이용함으로써 산림은 인간에게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한 산림은 다양한 생물체나 환경에 한 학습의 장소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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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림의 공익  기능 특징

  산림이 지닌 공익 기능은 국가나 지역별로 여러 조건에 따라서 그 가치가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외부성과 공공재로써 몇 가지 공통되는 특징을 지닌다. 외부성과 공공재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의 외부성이다.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거래를 경유하지 않으

면서 다른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부성이 좋은 

향(효과)인 경우에는 외부효과라 하며 반 로 나쁜 향(효과)인 경우에는 외부불경

제라 부른다. 

  둘째 산림의 비경합성이다. 공익 기능의 효과는 부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산림으로 인해 개선되거나 악화된 환경을 공동으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소비함으로써 타인의 소비량이 동일한 양만큼 감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비경합성이라 한다. 

  셋째 산림의 비배제성이다.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공익 기능을 공동으로 소비하

기 때문에 요  등을 부과하여 소비를 못하게 하거나 제외시킬 수 없다. 이를 비배제

성이라 한다.

  상기의 둘째와 셋째는 공공재의 특징이다. 이처럼 공익 기능은 외부성이나 공공재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래되는 명확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가격을 이용하

여 가치를 계측할 수 없다. 한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통한 최 의 자원 배분이 어렵기 

때문에 소  시장실패를 유발하기 쉽다. 

그림 2-2.  산림이 지닌 공익  기능의 특징

지역고유성
비가역성

비경합성

비배제성

무임
승차성

공익자원은 특정 지역에만
존재함. 동일한 자원의 재
생산은 불가능하거나 상당
한 비용을 초래함.

공익자원의 특성에 따라 경합적
또는 비경합적 성격을 지님. 대
부분의 자원은 중간 정도의 경합
성을 지니고 있음.

자연경관과 같은 공익자원의 경우
그것을 소비함에 있어 누군가를 배제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시장을 형성
하는 것이 어려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
익을 얻는 무임승차를 통
제할 적절한 방법이 없음. 

공익자원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비가역적임. 즉 훼손 또는
파괴된 자원을 초기의 상태로 복
원하는 것은 불가능함.

지역고유성
비가역성

비경합성

비배제성

무임
승차성

공익자원은 특정 지역에만
존재함. 동일한 자원의 재
생산은 불가능하거나 상당
한 비용을 초래함.

공익자원의 특성에 따라 경합적
또는 비경합적 성격을 지님. 대
부분의 자원은 중간 정도의 경합
성을 지니고 있음.

자연경관과 같은 공익자원의 경우
그것을 소비함에 있어 누군가를 배제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시장을 형성
하는 것이 어려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
익을 얻는 무임승차를 통
제할 적절한 방법이 없음. 

지역고유성
비가역성

비경합성

비배제성

무임
승차성

공익자원은 특정 지역에만
존재함. 동일한 자원의 재
생산은 불가능하거나 상당
한 비용을 초래함.

공익자원의 특성에 따라 경합적
또는 비경합적 성격을 지님. 대
부분의 자원은 중간 정도의 경합
성을 지니고 있음.

자연경관과 같은 공익자원의 경우
그것을 소비함에 있어 누군가를 배제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시장을 형성
하는 것이 어려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
익을 얻는 무임승차를 통
제할 적절한 방법이 없음. 

공익자원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비가역적임. 즉 훼손 또는
파괴된 자원을 초기의 상태로 복
원하는 것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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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산림의 공익 기능은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림의 지역고유성이다. 환경자원이 지닌 공익 기능 를 들면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  등은 지역을 넘어서 이동시키거나 거래할 수 없다는 지역고유성을 지

니고 있다.

  다섯째 산림의 비가역성이다.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기술과 비교하여 공익 기

능을 유지하거나 창조하는 기술이 매우 어렵고 공 량이 고정되어 있으며 개발이 진

행되면 양호한 공익 기능의 공 은 최종 으로 감소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가운데 기정화 기능, 생물 다양성보  기능, 토사유출방지 기

능, 쾌 환경형성기능은 수혜 범 가 범 하기 때문에 수혜를 입는 군가를 공익

기능 가치의 혜택에서 배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기능에 해서는 공익 기능을 제공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은 제공자수혜원칙(Provider Gets Principle)을 용하거나 공 부

담을 용할 수 있다.

  반면에 통문화 유지기능, 수자원 함양 기능, 휴양보건 기능은 수혜 범 가 비교

 소하기 때문에 입장료나 이용료 등의 방법으로 수혜를 입는 군가를 배제하기

가 상 으로 쉬운 기능들이다. 이러한 기능에 해서는 공익 기능의 수익자가 비용

을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이나 공 부담을 용할 수 있

다.

  산림이 지닌 공익기능의 특성과 수혜 범 는 <표 2-2>와 같다.

표 2-2.  산림의 공익 기능 특성과 수혜범

기능 배제성 수혜범 지불방식

기정화 기능 낮음 세계

-제공자수혜원칙

-공 부담

생물다양성보  기능 낮음 국가

토사유출방지 기능 낮음 국가

쾌 환경형성기능 낮음 국가

통문화 유지기능 높음 해당지역

-수익자부담원칙

-공 부담
수자원 함양 기능 높음 해당지역

휴양보건 기능 높음 해당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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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  가치 평가 방법과 환원의 이론  근거

2.1. 공익  가치 평가 방법과 특징

2.1.1. 산림의 공익  가치 평가방법

  산림이 지닌 공익기능의 경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계량 인 방법과 비계

량 인 근방법이 있다. 계량 인 근방법으로는 가상가치평가법이나 컨조인트 분

석과 같이 공익기능의 수혜자에게 직 평가액을 질문하는 표명선호법과 헤도닉법이

나 여행비용법과 같이 간 인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공익 기능을 평가하는 시선

호법이 있다. 한편 비계량 인 근방법으로는 체 가능한 시장재화로 공익  가치

를 평가하는 체법이 있다.

그림 2-3.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평가 방법

수요함수
접근법

비수요함수
접근법

현시선호법
(Revealed Preference)

표명선호법
(Stated Preference)

가상가치평가법 헤도닉법 여행비용법컨조인트분석

헤도닉•여행비용법

대체법

비시장재화의비시장재화의 가치가치 평가방법평가방법

수요함수
접근법

비수요함수
접근법

현시선호법
(Revealed Preference)

표명선호법
(Stated Preference)

가상가치평가법 헤도닉법 여행비용법컨조인트분석

헤도닉•여행비용법

대체법

비시장재화의비시장재화의 가치가치 평가방법평가방법

2.1.2. 산림의 공익  가치 평가 방법별 특징

가. 가상가치평가법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은 비시장재의 화폐가치를 평가하

는 방법으로 리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상 인 환경 변화를 응답자에게 

제시한 후에 환경 변화에 한 응답자의 지불 의사액(WTP)이나 보상수용액(WT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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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함으로써 환경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질문방식에 따라 ①응답자에게 지불 의사액을 직  질문하는 직 질문(Direct 

Question)방식, ②지불 의사액에 한 게임을 실시하는 경매(Iterative Bidding)방식, ③지

불카드를 제시한 후 선택하게 하는 지불카드(Payment Card)방식, ④제시된 지불 의사액

을 받아들일 것인지(YES/NO)를 묻는 이선선택(Dichotomous Choice)방식으로 구분된다.

  가상가치평가법은 가상 인 질문을 정하게 설정함으로써 다른 방법에서는 평가

할 수 없는 범 한 환경편익(비사용가치 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다

양한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나. 컨조인트 분석법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은 응답자에게 복수의 속성(질, 양, 개선비용 등) 

조합으로 구성된 환경 패턴을 제시한 후에 이에 한 응답자의 선택이나 순 를 근

거로 각 속성별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완 로 일평가법, 가상순

결정법, 트 드오 방법, 선택형실험등의 방법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가상가치평가법과 더불어 가상 인 시장에서의 비시장재의 가치를 평가

할 수 있으며 한 공익기능과 같이 복수의 속성을 지닌 자연환경을 평가하는 방법

으로 기 되고 있다. 

다. 여행비용법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TCM)은 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하여 비시장

재의 환경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여행비용법에는 종속변수의 선정에 따라 2종류로 나뉜다. 각 지역의 인구당 여행

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지역별여행비용법(Zonal Travel Cost Method)과 개인의 여행횟

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개인별여행비용법(Individual Travel Cost Method)이 있다. 

  여행비용법을 용할 때 주의할 사항은 수많은 선행 연구에서 지 하고 있다. 이들

은 크게 경제이론상의 주의 과 자료해석상의 주의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에서

는 여행에 소요되는 시간의 취 방법과 체 인 지역(시설)의 취 방법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자료 수집에서부터 자료이용과 다목 이용의 여행자를 취 하는 방법과 방

문빈도함수의 선택 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 헤도닉 가격법

  헤도닉 가격이론(Hedonic Price Theory; HPM)은 속성가격이론 는 특성가격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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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리는 방법으로  Rosen(1974)에 의해 부분 확립된 이후  많은 분야에 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특히 환경재의 가치평가를 한 분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헤도닉 

가격이론은 환경자원의 공 량 변화가 래하는 편익(손실)이 지 나 임 에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환경자원의 화폐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지

나 임  등의 시장자료와 환경특성의 정보가 다양하게 많이 필요하며 다 공선성

의 문제 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마. 체법

  체법(Replacement cost method)은 환경재의 공 량증가(감소)가 래하는 편익(손

실)을 체가능한 시장재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감소(증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비용을 이용하여 환경재의 가

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를 들면 산림의 홍수 조 기능에 하여 이와 동등한 홍

수 조 기능을 지닌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체하는 방법으로  건설비와 

유지비를 이용하여 산림의 홍수 조 기능이 지닌 편익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체법은 개별 기능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과 구체 인 재화나 서비스를 이

용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평가하려는 비

시장재와 동일한 기능을 지닌 체가능한 시장재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분석이 가능하다.

2.2. 산림의 공익  가치 평가 사례

  산림이 지닌 공익  기능의 가치를 종합 으로 평가한 김종호 등(2005)의 연구와 

일본 임야청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의 공익  가치를 비교하여 정리해 보면 

<표 2-3>과 같다.

  산림의 공익  기능을 평가하기 해 사용된 인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함양 기능

을 포함하여 7가지이며 일본은 산림의 정수 기능을 제외한 6가지 기능을 평가인자로 사

용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산림의 공익  기능평가액은 2003년 58조 8,813억원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임업총생산액 3조 1,972억원의 18.4배에 상당한 액이다. 일본은 2000년 

842조 6,248억원으로 임업총생산액 8조 387억원의 104.4배에 상당한 것으로 공표되었다. 

  우리나라의 산림 공익기능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수원함양기능, 기정화 기능, 산

림휴양기능, 토사유출방지 기능, 산림정수기능, 토사붕괴방지기능, 야생동물보호기능

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비교하여 산림휴양기능과 토사붕괴방지기능의 가치가 

격하게 증가하 으며 이를 제외한 기능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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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산림의 공익  기능 평가액
단 : 억원, %

김종호 등 일본 임야청

(2000년)2000년 2003년

산림의 공익기능 총평가액(A ) 499,510 588,813 8,426,248

임업총생산(B )  17,268  31,972   80,387

A /B       16.9       18.4       104.4

수원함양기능 132,990 140,978 3,036,355

산림정수기능  48,270  49,039 -

토사유출방지 기능 100,560 109,774 3,163,990

토사붕괴방지기능  26,360  40,243  944,942

기정화 기능 135,350 132,438  605,704

산림휴양기능  48,300 110,329  251,910

야생동물보호기능   7,680   6,012  423,209

자료: 김종호 등. 2005.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보고서｣에서 수정인용.

2.3. 공익  가치 환원을 한 이 론  고찰

  산림자원 리와 직 지불의 개념을 이용하여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가능성에 

하여 고찰한다. 다시 말하면 산림자원 리가 산림이 지닌 공익  기능의 외부경제

효과를 가져온다는 에 착안하여 산림의 공익  가치의 환원 방안을 살펴본다. 

2.3.1. 외부경제 효과와 환경보조 ㆍ환경지불

  산림경 에 따르는 환경보조 과 환경지불의 계를 정리하면 <그림 2-4>으로 나

타낼 수 있다.

그림 2-4.  환경보조 과 환경수

0 E0 E* 환경수준

가
격 C

F H

환경보조금
환경지불

S*

0 E0 E* 환경수준

가
격 C

F H

환경보조금
환경지불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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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에서 세로축이 가격이며 가로축이 환경수 이라고 가정할 때 곡선 C는 

환경을 개선하기 하여 산주가 부담하는 한계비용이다. 만약 최 의 환경수 이 E

일 경우 정부가 최 의 환경수  E까지 환경 개선활동을 유도하기 해서는 1단

의 환경 개선에 하여 S의 보조 수 을 채택하면 된다. 왜냐하면 산주가 합리 으

로 행동한다고 가정하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추가  비용보다 보조 수 이 높을 경

우에 환경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환경 개선 비용과 보조 수 이 같아지는 지 에서 

환경 개선활동을 지하기 때문이다. 환경수 이 E일 경우의 보조  총액은 면  

FEE
H가 되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산주의 비용부담은 면  EE

H이기 때문에 결과

으로 산주는 면  FEH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3.2. 산림자원 리와 외부경제효과

  다음으로 산림이 제공하는 외부경제효과(공익기능) 가운데 인공림이 제공하는 외

부경제효과를 산림자원의 리수 과 연계하여 고찰한다. 

  <그림 2-5>에서 세로축을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으로 가로축을 산림자원 리수 으

로 가정한다. 곡선 C는 산림자원 리 수 을 향상시키기 하여 산주, 지역조직, 산

림조합 등이 부담하는 한계비용이며 이는 산림자원 리 수 을 1단  증가시키기 

하여 부담하는 비용이다. 곡선 W는 산림자원 리 수 의 향상에 따라 증가하는 

외부경제효과의 한계효용이며 산림자원 리 수 이 1단  향상될 경우의 공익기능

에 한 외부경제효과의 증가분을 화폐단 로 환산한 것이다. 

그림 2-5.  산림자원 리수 과 공익  가치

0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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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준LP

W

효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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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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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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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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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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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는 산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며 L은 산림자원 리의 기 으로 임업

인 시업을 하지 않고 자연에 맡겨진 상태이다. L보다 좌측은 마이 스 산림자원 

리 다시 말하면 각종 개발이나 재조림 포기 등으로 인하여 자연에 맡겨진 상태보

다도 산림 괴가 진행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재의 산림 리수 이 L라고 가정하면 공익기능의 외부경제효과는 면  

WOLW가 되며 산림을 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외부경제효과의 증가분은 면  W

LLW가 된다. 

  산림의 공익 기능을 최 의 산림자원 리수 은 한계비용곡선 C와 한계효용곡선 

W가 교차하는 L이 된다. 이 경우에는 최 의 리수  L까지 산림자원 리를 유

도하기 해서는 1단 의 산림자원 리에 하여 보조 수  S를 채택하면 된다. 왜

냐하면 산주가 합리 으로 행동한다면 산림자원 리의 추가비용보다 보조 수 이 

높을 경우 산림자원 리수 을 향상시키고 리비용과 보조 수 이 같아지는 지

에서 추가 인 산림자원 리를 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보조 의 총액은 면

 FLL
W가 되며 환경지불액은 면  LL

W가 된다. 

  산림자원 리에 한 지원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외부경제효과 총액 = WOLW

     ․ 인공림과 천연림이 동일하게 발휘하는 기능의 효과 = WOLW

     ․ 인공림만이 발휘하는 기능의 효과 = WLL
W

  - 산림자원 리에 의한 사회  순 후생증가 = WFW

     ․ 산림자원 리에 의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  = WLL
W

     ․ 환경보조 의 총액= FLL
W

3.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제도 도입의 필요성

3.1. 산림경 의 실태와 문제

  국내 임업은 유령림 주의 산림생산구조, 소유규모의 세성, 농산 지역의 고령

화와 부녀화, 부재산주의 증가, 규제 주의 산림정책 등으로 인하여 체 으로 채

산성이 악화되고 임업경 이 침체 상태이다. WTO 체제하에서 무역자유화 강화로 국

내 임업의 어려움은 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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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유령림 주의 산림생산구조

  우리나라 산림은 640만㏊로 국토의 64.3%를 차지하고 있으나 산림생산구조가 III

(21～30년생) 주로 구성되어 있어 생산을 통한 수익을 기 하기 어렵다.

  <표 2-4>의 입목지(죽림, 무립목지 등을 제외한 산림) 별 면 분포에서 보듯이 

Ⅲ 이 가장 많은 39.4%를 차지하고 있고 Ⅱ～Ⅳ (11～40년생)의 산림이 체 

면 의 83.7%가 된다. 반면 목재 생산이 가능한 Ⅵ (51～60년생)은 2.2%에 불과하

다. 즉 생산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의 면 은 얼마 되지 않는다.

  벌채한다고 하더라도 목재가격이 낮아 수익을 기 하기 어렵다. 헌 등(1999)

에 따르면 임업경 에 의한 내부투자수익률의 경우 1985년에 5.9～9.5%에서 1997년

에 1.2%～3.4%로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어 수익률을 고려한 산림투자를 기 할 

수 없다.

 구   분 합 계
        

1)

I II III IV V V I

총면 2)

  비  율

6,246,229

 (100.0)

367,411

(5.9)

963,829

(15.4)

2,459,467

(39.4)

1,807,776

(28.9)

513,625

(8.2)

134,121

(2.2)

표 2-4.  우리나라 산림의 별 면  분포
단 : ㏊, %

   1) 1 의 길이는 10년을 의미함.

   2) 총면 은 죽림  無立木地의 면 을 제외한 시업지 면 임.

자료: 산림청. 2005. ｢임업통계연보｣.

3.1.2. 사유림 소유규모의 세성

  사유림의 소유규모를 보면 <표 2-5>에서 보듯이 5ha 미만인 산주가 체 산주의 

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주 1인당 평균 소유면 은 2.3ha에 불과하다. 한 1개 필

지당 평균 산림면 이 1.2ha에 불과할 뿐 아니라, 소유규모가 세할수록 필지가 분

산되어 있다.

  소유규모가 세하고 필지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행 소유구조에서는 높은 

생산성을 기 하기 어렵고, 투자가 분산되어 규모의 경제성을 통한 소득원의 확보가 

어렵다. 한 안정된 소득의 창출을 한 지속 인 산림경 이 어렵게 된다.

  소유규모가 세하고 이곳 곳에 산림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당 기간을 소

득 없이 기다려야 하는 산주들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해 산림에 투자하려 하지 않

으며, 한 심을 보이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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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규모

  (ha)

산주 수

(명)

구성비

(% )

산림면

(ha)

구성비

(% )
필지 수

구성비

(% )

필지당 

산림면 (ha)

1미만 1,203,216  62.0   336,151   7.5 1,722,887 45.4 0.2

1-5  546,642  28.2 1,271,337  28.4 1,152,501  30.4 1.1

5-10   114,755   5.9   794,872  17.8  364,273   9.6 2.2

10-50    70,261   3.6 1,283,637  28.7  385,721  10.2 3.3

50-100     4,089   0.2  277,050   6.2   56,515   1.5 4.9

100-500     1,851   0.1  322,985   7.2   55,941   1.5 5.8

500이상      146 -  188,729   4.2   53,180   1.4 3.5

합   계 1,926,255 100.0 4,547,845 100.0 3,791,018 100.0 1.2

표 2-5.  사유림 소유구조

자료: 산림청. 2005. ｢임업통계연보｣.

3.1.3. 부재산주의 증가

  도시화에 따른 농산 인구의 감소는 부재산주의 증가 등 사유림 소유구조에 커다

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1) 부재산주의 비율과 필지 수는 <표 2-6>에서 보듯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개발이 한창 추진 이던 1971년에는 약 275천 명으로 체 산주 수의 16%에 불과

했던 부재산주의 비율이 1987년에 약 696천 명으로 35%, 1997년에 약 1,008천 명으로 46%, 

2004년에는 1,038천 명으로 48%를 차지하면서 부재산주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

다. 체 사유림소유자의 반 정도가 임야소재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사유림 산주의 평균소유규모 역시 감소하고 있다. 1인당 산림면 은 1971년 

2.6ha에서 1987년 2.5㏊, 1997년 2.1ha, 2004년 2.1㏊로 감소하 다. 소유규모가 작을수

록 산림을 리하지 않으며, 소유규모가 클수록 지에 사는 친인척에게 탁 리하

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실상 사유림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재산주의 산림은 

방치되고 있다고 도 과언은 아니다.  

  소재산주가 어들고 부재산주의 비율이 증가하며 소유규모가 매년 감소한다는 것

은 그만큼 산지에 한 심이 없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림경 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사유림 경 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산림은  상태

로 방치하게 될 것이며 결국 산림은 쓸모없는 잡목림으로 황폐화되어 공익기능의 발

휘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1) 임야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산주가 거주하고 있으면 소재산주로 그 지 않은 경우는 부

재산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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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
 구  분

1971 1987 1997 2004

소재

산주

산   주   수(명) 1,485,537 1,282,660 1,189,539 1,141,824

산 림 면 (ha) 3,641,071 2,811,546 2,247,919 2,114,960

1인당산림면 (ha)  2.5  2.2  1.9  1.9

필   지  수(필지) 2,080,892 2,216,247 2,041,525 2,018,231

필지당 산림면 (ha)  1.8  1.3  1.1  1.0

소 재 산 주 비 율(% ) 84.4 64.8 54.1 52.4

부재

산주

산 주 수(명) 1,274,958 1,696,396 1,007,483 1,038,128

산 림 면 (ha) 1,942,377 2,075,091 2,367,866 2,359,800

1인당 산림면 (ha)  3.4  3.0  2.4  2.3

필   지   수(필지) 1,392,836 1,219,924 1,528,383 1,772,787

필지당 산림면 (ha)  2.4  1.7  1.5  1.3

부 재 산 주 비 율(% ) 15.6 35.2 45.9 47.6

합 계

산   주   수(명) 1,760,495 1,979,056 2,197,022 2,179,952

산 림 면 (ha) 4,583,448 4,886,63 4,615,785 4,474,760

필 지 수(필지) 2,473,728 3,436,171 3,569,908 3,791,018

1인당 산림면 (ha)  2.6  2.5  2.1  2.1

필지당산림면 (ha)  1.9  1.4  1.3  1.2

표 2-6. 사유림 산주 수  산림면 의 연도별 변화
 단 : 명, ha, %

  주: 산주 수는 시․군․구 통계를 합산하 으므로 국 기  산주 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산림청. 각 연도. ｢임업통계연보｣.

3.1.4. 시업규제로 인한 산주의 심 조

  각종 보안림, 국립공원, 백두 간 보 제도에 의한 시업규제로 사유림경 의 활성

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산지가 개별법에 의거 특정목 의 보 산지로 지정되는 경우 

임목의 벌채  산지 용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들 산지는 산지 리법상 공익용

산지로 분류 된다2). 산지 리법에서 정한 공익용 산지 외에도 최근 제정된 ‘백두 간

2) 산지 리법(2005.8.4) 제4조 (산지의 구분) ①산지의 합리 인 보 과 이용을 하여 국의 

산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4.2.9, 2004.12.31, 2005.8.4>

  1. 보 산지

    가.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 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하

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採種林)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   리에 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2)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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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한 법률’에 의한 백두 간 보호지역의 산지 등이 있다. 이들 개별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산림면 은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우나 시업제한지역과 동일하다고 가

정하면 시업제한지 면 은 1,390천㏊에 달한다(산림청 임업통계연보, 2004). 소유별로

는 국유림이 372천㏊(26.8%), 공유림(도유림, 군유림 포함)이 104천㏊(7.4%), 사유림이 

914천㏊(65.8%)로 되어 있어 부분이 사유림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산림에 해서는 일부 법에는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어3) 시업제한에 의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유림소유자가 손실에 한 보상

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문제는 이들 시업제한지역에 속한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산

주들이 경 의욕이 상실되어4) 산림을 그 로 방치함으로써 산림의 경제 , 환경  

가치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3)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 ·자연경 보 ·국민

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상으로 산림

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산림유 자원보호림  

「산림문화·휴양에 한 법률」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 용제한지역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동법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리에 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

의 산지

     (10) 자연환경보 법에 의한 생태․경 보 지역의 산지

     (11) 습지보 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 에 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13)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14) 백두 간 보호에 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지

     (15)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3)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제45조(보안림의 리) 4항은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에서의 임업행 에 해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를 받지 못한 산주에 해서는 그 행  

제한으로 인해 받을 손실을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4) 보안림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고 행하거나 신고 없이 행할 수 있는 

행 는 무육을 한 벌채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에 한

정되어 있어 극 인 경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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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임업을 둘러싼 국제  환경 변화에 능동 으로 처해 나가기 해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 의 원칙이나 기 을 국가나 개인 차원의 경 단 에서 이행하고 수

해 나아갈 때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동향에서 보았듯이 국내 임업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 산주들에게 지속 인 심과 투자를 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2. 임업보 조 제도와 문제

3.2.1. 임업보조 제도

  보조 이란 특정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해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재정  지원

을 의미하며 임업 부문에 한 보조 은 임업의 장기성과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지

원되고 있다. 재 운용 인 임업보조 은 재원에 따라 농특회계와 국가균형발 특

별회계에 의한 보조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특회계에서 지원되는 산림보조 은 경 기반확충(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 림

계획, 사방사업, 산불진화 진입도로개설), 생산  유통개선(임산소득증 , 산림조합육

성, 임산물유통개선 지원, 산림사업종합자 지원), 인력육성, 산림자원조성(조림․숲 

가꾸기․묘목생산)이 있다. 국가균형발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 은 묘목생산

기반조성, 산 개발, 목재이용가공지원, 자연휴양림조성, 도시숲 조성․ 리, 수목원 

 박물 조성, 생태 숲 조성, 임도시설, 야생화타운 조성 등이다. 

  이러한 임업보조 들은 소득증  사업, 생산  유통개선과 같이 일부 사업들을 제

외하고는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과 직간 인 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보다 직 인 련이 깊은 사업은 조림과 숲 가꾸기 등의 산림자원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지원비율을 보면 경제수 조림을 포함하여 리기다 소나무갱신조림, 참나

무맹아갱신조림 등에 해서는 사업비의 90%를 보조(국고 70%, 지방비 20%)하고 있

으며 자부담은 10%이다.

  수원함양림가꾸기는 사업비의 10%(국고 70%, 지방비 30%), 큰나무 공익조림과 

나무바이오숲 조성은 사업비의 100%(국고 50%, 지방비 50%), 강소나무림 육성은 

사업비의 100%(국고 50-70%, 지방비 50-30%), 산불피해복구조림의 경우 일반 지역에

서의 경제수조림, 풀베기사업은 사업비의 90%(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경 림조성은 사업비의 100%(국고 50%, 지방비 50%)를 지원하고 있다. 숲 가꾸기의 

경우 정부보조 사업은 사업비의 90%(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며 공공산

림정비 사업은 사업비의 100%(국고 50%, 자부담 50%)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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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농특회계에 의한 행 임업보조 제도의 황

구 분 지원사업명
사업
형태

지원조건 지원내용

경 기반
확충

임업기계지원
센터 설치

자율 ․국고 100%
․임업기계장비
․ 상: 산림조합 앙회

림계획 자율

․지원단가: 
10,189원/㏊

․국고 50%
․지방비 50%

․ 림계획 작성
․ 상: 림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자

사방사업 공공
․국고 70%
․지방비 30%

․사방사업비
․ 상: 
 -인명, 가옥 등 피해우려가 있는 곳, 
 -공공시설, 산업시설 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곳,
 - 농경지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곳

산불진화 
진입도로개설

공공
․국고 80%
․지방비 10%
․자부담 10%

․산불진화를 한 진입로 설치
․ 상: 사업종류별 정 상지,
※ 개인 는 공공단체에서도 자기소유 토지

에서 자부담으로 사방사업을 
  실행할 수 있음

생산 
유통개선

임산소득증 * 자율
․품목별 지원 

상 사업별 지원 
조건이 상이함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조경수․분재생산
․산림복합경
․백두 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산림조합육성 공공

․조합운 비:
 -국고 50%, 

지방비 50%
․산조 앙회 

경 지도:
 -국고 100%

․산림조합운 비(조합당 5,500천원)
․산림조합 앙회 경 지도비

임산물유통
개선 지원

공공
․지원 상 사업별 

지원 조건이 
상이함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
․임산물 장  건조시설

산림사업
종합자  
지원

자율

․임업분야 세부
사업 융자 을 
산림사업종합자

으로 통합하
여 사업별로 지
원하므로 융자 
조건이 상이함

․자원조성 리(숲가꾸기, 임도시설)
․ 문임업인 육성(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

식임업인의 국내조림, 숲 가꾸기, 임도, 임야
매입, 자연휴양림조성, 산림사업용기자재 구
입, 기타 임업경 자 )

․산림소득  산업육성(단기산림소득자 , 
수목원조성, 조림용묘목생산, 임업기계화, 
목가공시설지원, 보드류 시설지원, 국산원자
재구입, 폐목재 구입, 유통센터 원료구입, 수
출원자재 구매)

․해외산림투자(해외조림, 해외육림)
․산림조합육성(단기사업자 , 장기사업자 )

인력육성
임업 문인력 
양성  
임업기술지도

공공
․지원 상 사업

별 지원 조건이 
상이함

․임업 문인력 양성
․임업기술지도
․사유림 업경

자료: 농림부. 2006. 「농림사업시행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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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농특회계에 의한 행 임업보조 제도의 황(계속)

구 분 지원사업명
사업
형태

지원조건 지원내용

산림자원
조성

해외조림투자
지원

자율 ․보조144백만원

조림․숲가꾸
기․묘목생산

공공
․지원 상 사업

별 지원 조건이 
상이함

․조림
․숲가꾸기
․묘목생산

산림․산
클러스터사업

공공

․200억 내외에서 
지원 상 사업규
모에 따라 결정
하며, 보조율은 

행 산림 사업
별 기 보조 
용

․ 상사업
 - 주요사업: 산림경 모델 숲, 경제림 육성단

지 등에 산림자원육성사업을 심으로 소
득, 가공, 유통사업 등

 - 지원사업: 학, 연구소 등 과학기술지원과 
산림조합, 융기 , 유통기  등 지역 인
라구축 사업

식물자원보
리

공공
․국고보조 50%
․지방비(자부담) 

50%

․지원 상사업
 - 자생식물단지조성사업
 - 사립수목원지원: 민간(등록 수목원)

자료: 농림부. 2006. 「농림사업시행지침서」.

표 2-8.  국가균형발 특별회계에 의한 임업보조 제도의 황

지원사업 명
사업
형태

지원조건 지원내용

묘목생산
기반조성

공공

․간이온실: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정시설, 묘포지 토양개량:
 - 국고 70%, 지방비 30%

․정부계획 조림용 지정 민간묘목 생산자
에 해 간이온실, 정시설, 토양개량 
등에 지원

산 개발 공공

․마을조성:
 -보조1,40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사 설계:
 -마을당 63백만원

․생활환경개선사업 40%
 - 마을기반조성, 문화복지시설, 환경정화

시설, 기타 주거환경개선을 한 시설 
 토목공사 등

․생산기반조성사업 60%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산림산업시설, 

산 체험  녹색  시설

목재이용
가공지원

공공
․지원 상 사업별 지원 조건이 

상이함
․목재제품 야외 시장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보완

자연휴양림
조성

공공

․공유자연휴양림조성  보완
 - 조성: 개소 당 30억원, 2년분할 

지원(국고 70%, 지방비 30%)
 - 보완: 개소 당 4억원, 당해 연도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산림욕장, 숲 속수련장조성
 - 개소 당 4억원을 당해연도에 지원 

(국고 50%, 지방비 50%)
․사유자연휴양림보조  융자
 - 보조: 개소 당 4억원, 당해 연도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 융자: 12억원을 기  설계 액의 

70%까지 2년간 분할 지원(10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3%)

․지원 상자:
 - 공유림 국고보조: 자연휴양림, 산림욕

장, 숲 속수련장
 - 사유자연휴양림 보조: 자연휴양림을 조

성하여 운  인 자
 - 사유자연휴양림 융자: 지정․고시된 사

유림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야생화타운 
조성

공공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 상
- 시․도, 시․군․구

자료: 농림부. 2006. 「농림사업시행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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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국가균형발 특별회계에 의한 임업보조 제도의 황(계속)

지원사업 명
사업
형태

지원조건 지원내용

도시숲 조성․ 
리

공공

․공유지도시숲 조성
 - 단가 209,712천원/㏊
 - 국고 50%, 지방비 50%
․가로수 조성
 - 단가 41,396천원/㎞
 - 국고 30%, 지방비 70%
․도시산림공원 조성
 - 국고 50%, 지방비 50%

․자 지원 정자
 - 시․도(시․군)

수목원  
박물  조성

공공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공립수목원
 - 60억원(국고 50%)
․산림박물
 - 40억원(국고 50%)

․지원 상
 - 시․도, 시․군․구
․공립수목원: 1년 설계, 3년 시공
․산림박물 : 1년 설계, 2년 시공

생태숲 조성 공공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생태숲:
 - 50억원(국고 50%)

․지원 상
 - 시․도, 시․군․구
․개소별 사업기간  총사업비
 - 생태숲:1년 설계 5년 시공

임도시설 공공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10%, 

자부담 10%

․지원 상
 - 신설: 당해연도 간선임도설치계획에 

반 된 임도 정노선으로서 임도시설
계획이 확정된 임도

 - 구조개량․보수: 가옥․농경지․주요
시설 등 피해우려지역과 경  유지가 
필요한 지역

야생화타운 
조성

공공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 상
 -시․도, 시․군․구

자료: 농림부. 2006.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융자의 경우 임업 분야의 세부사업 융자 을 산림사업종합자 으로 통합하여 임업

경 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 지원을 하게 되는데 리는 사업별 농업인(생산자단

체 포함) 3%, 비농업인 4%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조림, 숲 가꾸기, 임도, 임야매입(임

업용산지), 해외산림투자, 재해 책 융자 은 각 사업별 소요액에 하여 1.5%의 낮

은 리로 지원을 하고 있다. 융자기간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데 숲 가꾸기의 경우 

장기수종은 20년 거치 15년 상환, 기타수종은 15년 거치 10년 상환, 유실수종은 10년 

거치 5년 상환이다. 다만 1인당 융자총액( 계)은 법인․모범독림가 12억원, 우수독림

가 10억원, 자 독림가 7억원, 임업후계자 3억원, 신지식임업인 1억원 등이다.

3.2.2. 임업부문 보조 제도의 문제

  기존의 임업부문 보조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있다. 먼  자원조성 리 보

조  상자는 조림, 숲 가꾸기 등 사업을 희망하는 산주 는 산림경 자가 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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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5). 상지선정의 우선순 로서는 조림의 경우 미입목지, 산불․병해충 등 피

해임지, 수확벌채지, 복층림 조성을 하여 벌채된 임지, 생장 상태가 불량하여 가꾸

어도 정상 인 생육이 어려운 임지, 기타 조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이며 숲 

가꾸기는 림계획상 숲 가꾸기 계획이 책정된 임지, 인공조림지  경제림으로 육성

이 가능한 천연림보육 상지, 생산임지, 임업진흥권역, 업경 구역 안의 산림, 기

타 숲 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등이다.

  다시 말하면 생산임지 는 경제림단지 등의 산림에 해 우선 지원하되 일부 피

해지나 생장이 불량한 임지, 기타 조림이나 숲 가꾸기가 필요한 임지가 상지가 되

며 시업제한지 는 공익임지에 해서는 언 이 되어 있지 않다. 설령 지원 상이 

되더라도 지 처럼 사유림경 이 공익을 해 시업이나 경  는 소유권 이용 등의 

규제를 받게 될 경우 산주가 스스로 보조이외에 자부담을 들여서 산림을 가꾸려 하

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보상하기 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행 보조 제도는 조림, 숲 가꾸기와 같이 개별 시업에 한 조성이기 

때문에 임업경 자의 창의 인 활동이 보장되지 못한다. 한 행 보조 체계는 그 

사무 차나 지조사, 보조행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에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된다. 다

시 말하면 사업별로 보조 이 운용되므로 사업시행마다 보조 을 신청해야하는 번거

로움과 함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지속 이지 못하다. 행정에도 임업경 에

도 비용화를 유도하여 행정의 효율화로 이어지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3.3.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제도 도입의 필요성

3.3.1.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지원정책의 도입

  산림은 육림 과정에서 생산을 해 약제 등과 같은 화학물질을 거의 사용하지 않

기 때문에 환경에 부담이 은 산업이며 산림이 가지는 공익  기능은 일반 으로 

인지되어 오고 있는 임업의 외부효과이다. 김종호 등(2005)에 의하면 산림의 공익기

능 가치는 2003년 기  연간 약 59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69%인 사유림

이 약 40조원의 공익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산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산

화탄소흡수기능과 같은 새로운 공익기능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

5) 조림  숲 가꾸기 사업 선정 기 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업체․ 리경  산림경 자, 기

타 산주 등이며 경제림단지 등 집단화된 산림에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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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보조  등을 통하여 임업을 지원하여 왔으며 이는 외부경제효과를 보상하려

는 정부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공익 기능 다시 말하면 환경재화 생산을 해 유지해 온 임업활동이 근래 

타격을 받고 있다. 앞서 언 하 듯이 산림의 공익기능에 한 국민  수요는 높으나 

채산성 악화 등으로 한 임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림은 기에 시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산림이 가지는 공익 기능의 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경 자의 

자조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에 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공익임지와 같이 기존의 보조 정책의 지원 상이 되더라도 시업이나 경

 는 소유권 이용 등을 규제 받을 경우 산주가 스스로 보조이외에 자부담을 들여

서 산림을 가꾸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산림에 해서는 행의 보조  정책을 

체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3.3.2. 산림의 공익기능 증 를 한 SFM에 한 소득보상

  지구 온난화방지를 한 기후 변화 약에 극 으로 처하기 해서는 산림조성 

 리를 한 정책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입목지의 84%가 임목생장이 왕성한 Ⅱ～Ⅳ (11～40년생)에 분

포되어 있다. 임목 생장률을 높여 이산화탄소 흡수를 높이면서 동시에 벌채지나 유휴 토

지 등을 새롭게 산림으로 조성하여 리하는 등 한 산림조성과 리가 요구된다.6)

  이경학(2004)에 의하면 림계획에 의한 산림경 을 할 경우 탄소흡수량 잠재력은 923

천 톤 정도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1990년도 수 에서 배출량 5% 감축의무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의무이행 감축량의 4분의 1에 달하는 수 에 해당되는데 국제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이 정도의 감축량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약 414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다고 한다7). 이러한 시산은 림계획지를 상으로 한 것이지만 모든 시업지에 림계

획을 수립하여 산림경 을 한다고 가정하면 탄소흡수량은 1,237천 톤으로 증가한다.

  한 지속 가능한 산림경 은 건 한 산림생태계의 유지  보 을 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태경 을 한 각종 산림시업방법의 용은 이윤창출을 목 으로 

하는 사유림 경 에 부담을 가 시키게 된다. 소득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6) 산림경 계획을 수립하여 한 산림 리를 하 을 경우 천연림이나 인공림 모두 탄소배출권

을 인정받게 되는데 림계획이 산주자율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시업지의 경우 사실상 국유림

을 제외하고는 림계획수립이 제 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한지의 경우 더욱 그러함.

7) 민경택.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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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지종별․ 별 산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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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

그림 2-7.  임업 부문의 탄소흡수량 잠재력,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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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경학. 2004.

  주린원(2005)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산림경 이 비록 수익성은 있다고 할지라도 

통 인 목재 생산 경 보다 수익성이 재 순가치로 비교할 때 열 지역의 경우 

게는 1.3배, 크게는 4.1배 정도 투자수익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같

이 온   한 지역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 이 더욱 더 낮은 수익을 얻게 된다

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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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가
순 재가치(N PV )

($ /㏊)
비율 (배)

Bann(1977) 캄보디아 C L : 1,697, ST M : 400 4.1

B oscolo&  M edelsohn(1998) 말 이시아 C L : 4,400, ST M : 2,660 1.7

D ix on et al.(1994) 칠      C L이 SFM 보다 500-3,000높음

H ow ard et al.(1996) 볼리비아 C L : 334-449, ST M : 204-263 1.3-1.7

K ishor& Constantino(1993) 코스타리카 C L : 1,292, ST M : 854 1.5

K um ari(1996) 말 이시아 C L : 860-1,380, ST M :322-944 1.5-1.7

표 2-9. 지속 가능한 벌채방식과 통 인 벌채방식의 수익성 비교

  주: CL은 통 인 목재 주경 (Conventional Logging), STM은 지속 가능한 목재경 (Sustainable 

Timber Management), SFM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비율은 SFM 

비 CL의 NPV 비율을 의미함

자료: 주린원. 2005.

3.3.3. 지역균형개발

  국립산림과학원(2003)에 의하면 산 은 임야율이 70% 이상, 경지율은 21% 이하, 인

구 도는 국 읍면 지역의 평균인구 도인 111인/㎢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

한 구분지표에 따르면 국 508개 읍면, 4,972개 이(里)가 해당되고 면 으로는 3,755 

천ha가 산 마을로 구분되며, 이는 국 산림면 (6,416천ha)의 58.5%에 해당된다. 우

리나라 총 경지면 의 11.7%에 불과한 면 이 산 지역에 치하고 있으며 이들 지

역의 평균소득은 국 평균소득 비 56.3%에 불과하다.

  인구수는 1995년 산 인구가 2,125천 명에서 2001년 1,870천 명으로 무려 12.4%가 

감소하 고, 농가 수도 419천 가구에서 392천 가구로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 지역의 인구유출은 지역경제․사회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산 사

회가 붕괴되면서 토양 유실과 경 괴 등 자연환경 괴가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

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시․군 

수

산 마을 

읍․면 수

리 단 산 의 치(% )

합계 법정리 기 조성
국토면

비

산림면

비

경지면

비

평균소득

비

119 508 4,972 4,952 20 45.9 58.5 11.7 56.3

표 2-10. 산 의 구분지표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2003.



30

  이러한 산 지역은 농지는 거의 없고 산림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임업수익이 

고 각종 규제나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토양 유실, 경 괴 등 환경 괴가 심각

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림환경과 농산 지역경 을 유지․보호하고 산

림기능의 유지  증진을 하는데 불가피한 임업활동을 유지시키기 해 산림의 공익

 가치를 환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의 정책이 경제  효율성의 극 화

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계층 간 형평성과 같은 사회의 통합유지를 한 

노력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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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외 공익  가치 환원 사례  시사

1.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방법

  산림의 공익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방법에는 국제  동향과 각국의 산림 련정책 

등을 살펴볼 때 <표 3-1>과 같이 크게 규제 인 수단과 유인 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

다(<부록1>). 규제 수단에는 명령  통제(직 규제)의 방법이 있으며 유인수단에는 직

인 유인방법인 경제 수단과 간 인 유인방법인 자율 정, 인증제도 등이 있다.

  산림의 공익  가치를 유지하기 한 규제  수단은 정부기 의 직 리와 사유

림의 경 (간벌, 벌채 등)규제의 방법이 있으며 이를 환원하는 방법에는 사유림을 정

부가 직  구입하거나 는 각종 규제에 한 직  지불 형태의 보상방법이 있다. 규

제  수단은 특정 활동의 공익  기능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공익  기능을 유지 증

진하기 한 신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경우에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구분 방법 환원 사례 비용부담

규제  수단
정부기 의 직 리

국립공원, 산림보호구역지정 등의 사유

림을 정부에서 직 구입
국가

사유림 경 의 규제 간벌, 벌채 지 등의 규제에 한 보상 국가

경제  수단

공공투자 기술  재정지원 로그램 국가  NGO 등

이용권리의 매 수렵, 캠핑, 하이킹, 삼림욕 입장권 등 소비자

세  는 보조 세제감면 간 지원

자율 정 이해 당사자간 상호 약
생수회사가 산림 리에 지원

력회사가 산림 리에 지원

사 기업  

NGO 등

인증제도 에코라벨링 산림인증제도 소비자

표 3-1.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을 한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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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수단은 가격  비용 변화 등을 통해 경제활동의 유인책을 제공하는 수단

이다. 이 방법은 산림이 발휘하는 공익  가치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을 형성시키는 방안이다. 구체 으로는 수렵권․산림욕 등과 같은 입장권의 

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세제감면 등의 유인책을 들 수 있다. 1997년에 일본 교토에

서 합의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의하면 탄소 등과 같은 지구 온난화 가스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후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기능에 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이 기 된다.

  자율 정은 공익  가치와 련된 이해 당사자간에 자율 인 약을 통해서 공익

 가치를 환원하는 방법이며 이해 당사자(제공자와 수혜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경우에 유효한 방법이다. 코스타리카나 일본 등에서는 이해 당사자 상호 간에 

자율 인 약을 체결하여 산림의 공익  가치를 유지 증진하기 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인증제도는 마  로모션을 통한 시장차별화 수단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리의 

방법으로 생산된 목재임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Forest Stewardship council이 효시로 알

려져 있으며 캐나다, 미국 등에서 각국의 사정에 맞게 변형되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산림이 발휘하는 공익  가치를 유지 증진하기 한 로그램들

로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기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건에서 정

책 로그램의 효과를 극 화시키기 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의 한 결합

(policy mix)이 필요하다.

2. 국내 공익  가치 환원 사례

2.1. 국내 농 수 축산부문 직 지불제 도입사례

  WTO 출범 이후 직 지불제에 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1997년 경 이양직 지불

제, 1999년 친환경농업직 지불제가 제한 으로 도입되었고 2001년 논 농업직 지불

제 이후 본격 으로 도입되기 시작하 다. 이외에  소득보 직 지불제(2002년), 생

산조정제(2003년), 친환경축산직 지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 지불제(2004년)가 추가

으로 도입되었다. 재 시행되고 있는 직 지불제는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 데 

소득 안정, 다원  기능 제고, 농업구조조정 보완 등이다.

  농업소득은 시장개방 확   수요 정체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 내외 여건을 



33

고려할 때 하락할 것으로 망된다. 이를 정부의 농산물 가격지지로 보 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가격지지정책은 소득효과가 낮고 DDA Modality 상에서의 AMS, de- 

minimis 추가 감축 논의 등을 감안 할 때 축소가 불가피하다. 즉 1995～2002년까지  

수매에 투입된 양특회계 규모는 11조 3,649억원이며 양특회계 자는 8조 196억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직  소득효과는 9,962억원에 불과하여 소득효과가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장태평 2004).

2004 2008 2013 외국의 

직 지불 투융자 액 9,534 24,718 34,112

총투융자 액 88,154 109,201 148,907

직 지불  비율 10.8% 22.6% 22.9%
미국(2001) 36% , E U (2001) 70% , 

일본(2001) 17%

농가소득 비  2.8%  6.9%   10% 미국(2001) 17% , 일본(2001) 2.4%

표 3-2.  농업부문 직 지불제 시행계획
단 : 억원

자료: 장태평. 2004.

그림 3-1.  농업부문 직 지불제의 연차별 시행계획

직불예산
비중

10.8% 22.6% 22.9%
직불예산

비중
10.8% 22.6%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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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  종합 책에 의하면 119조 투융자 계획  직 지불 산을 10년간 24조원 

수 으로 반 하여 투자액을 늘릴 정이다. 2013년에는 투융자 비 직불 산은 

23%, 농가소득  직 지불 은 10%로 확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36%, EU

의 70%, 일본의 17%에 비해 단히 미흡한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 도입된 농수축산부문의 직 지불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1.1. 소득 안정을 한 직불제

  ① 목 :  상/DDA 상 이후 시장개방 폭 확 에 따라 값이 하락하는 경우

에도 벼 재배농가 소득을 안정 으로 도모

     - 논농업직불제 → 고정직불제(허용보조)

     - 소득보 제 → 변동직불제(감축 상보조)로 통합개편

  ② 사업개요: 목표가격과 국 산지 값 차이의 85%를 직  지불 으로 보

     - 직  지불  = (목표가격-당년 값)× 85%(보 수 )

     - 직불 은 지 방법에 따라 고정직불 과 변동직불 으로 나뉘어 짐

      ․고정직불 은 WTO 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벼 이외 작물로 환하거나 휴

경하는 경우에도 지 (단, 농지의 형상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변동직불 은 고정직불  지 상 농지에서 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

가격과 수확기 국 산지평균 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  평균단

가를 빼고 남은 액에 ha당  61가마(가마당 80kg)를 기 으로 지   

  ③ 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

며 지  상자는 동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는 짓는 농업인등임.

2.1.2. 구조조정을 한 직불제

가. 경 이 양직 지불제

  ① 목 : 농업경 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규모 

확 를 진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

  ② 상: 63～69세의 고령 농업인(70～72세 농업인의 경우 1회 일시지  조건으로 

2006년까지 한시 으로 시행)

  ③ 규모: 농가당 논 2㏊까지

  ④ 단가: 매도 시 ㏊당 2,896천원(만 70세까지 최장 8년간 분할 지 ), 임  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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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천원(일시불 지 ), 70～72세 농업인이 매도 는 임  시 ㏊당 2,977천원을 

1회 지

  ⑤ 산: 2006년 산 175억원

  ⑥ 지 요건: 소유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는 경작규모 2ha 이상, 55세 이하 농업인

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 임 할 경우

나.  생산조정 직 지불제

  ① 목 : 효과 인 생산 감축을 통해  수  균형을 도모하고 2004년  재 상에 

비한 입지 강화

  ② 상: 논농업직불제 사업 상 농지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로 실제 

경작한 농업인

  ③ 규모: 사업 상 합 농지의 면  총합이 10a이상

  ④ 단가: 3년간 매년 ㏊당 300만원

  ⑤ 산: 2005년 791억원

  ⑥ 조건: 향후 3년간 벼나 다른 상업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것.

생산조정제 참여농지는 반드시 이웃농지의 농에 지장이 없도록 리.

2.1.3. 농업의 공익  기능을 한 직불제

가. 친환경 농 업직 지불제

  ① 목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직 지불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써 

안 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농  환경을 보

  ② 상: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 농산물인증을 받은 농가

  ③ 규모: 농가당 0.1～5㏊

  ④ 단가: 

     - 논: 진흥․비진흥지역 구분 없이 기본 으로 ㏊당 600천 원, 친환경인센티

로서 유기 는 환 유기농에 해 ㏊당 270천 원, 무농약 ㏊당 150천원을 

추가 지원

     - 밭: 유기 는 환은 ㏊당 794천 원, 무농약은 ㏊당 674천 원, 농약은 ㏊당 

524천원

  ⑤ 산: 2006년 114억원(밭 72억원, 논 42억원)

  ⑥ 조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  수(농약, 토양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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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환경  축산직 지불제

  ① 목 : 친환경축산으로 환경보 , 축산물 안정성확보 등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구축

  ② 상: 축산업 등록을 하고 친환경 축산직불제 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

  ③ 단가: 기본 로그램 이행 시 ㏊당 1,300만원 한도 내 지 , 인센티  로그램 

이행 시 ㏊당 200만원 한도 내 추가 지

  ④ 산: 2006년 58억원

  ⑤ 조건: 

     - 축종별 기본조건: 소의 경우 일정면  이상 조사료포 확보, 발생분뇨의 60% 

이상을 사료포에 환원(돼지  닭의 경우 사육 도를 축산등록제 기 보다 2

0～30% 완화, 발생분뇨를 퇴액비화하여 법하게 량 처리)

     - 공통요건: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기장, 출하  일정 기간 항생제 사용

지, 환경․방역 련 교육 이수

     - 인센티  로그램: 축사  분뇨처리시설 주변 조경수 식재 리를 하 을 경우

다. 조건불리 지역 직 지불제

  ① 목 : 농업생산  정주 여건이 불리한 농 지역에 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  농업의 공익 기능 유지

  ② 상: 경사도 등 객  구분지표를 통해 선정된 마을 내 실경작자가 경작하는 

농지  지. 단, 논 농업직불제 상 논은 제외됨

  ③ 단가: 지 ㏊당 20만원(호당 200만원 한도), 밭․과수원 ㏊당 40만원

  ④ 산: 2006년 532억원(국고), 국고 70% + 지방비 30%

  ⑤ 조건(의무): 

     - 마을 약 작성  마을 공동기  조성, 폐비닐․농약병 수거 등 농지 리의

무 실천, 마을활성화  공익  기능증진을 한 활동

라. 경 보  직 지불제

  ① 목 : 농  경  보 을 해 직 지불을 통하여 보다 효과 으로 농  경 의 

질을 일정 수 으로 리함으로써 농업․농 의 공익 기능 제고  농  활성

화에 기여

  ② 상지역:

     - 국의 읍, 면 지역  농 (농가비율 50% 이상) 지역 내의 농지

     - 최소 1ha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 단 로 3ha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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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 상: 

     - 지자체와 마을 표간 경 보 약 체결

     - 해당 지역의 농  경  유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

는 작물(유채, 메 ,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 단, 다년생 작물, 목

본류, 사료  녹비작물은 원칙 으로 제외)

     - 경작지 소재지 는 연  시․군․구에 거주하며 실경작자

  ④ 산  지 단가:

     - 산: 2005년 6억원(국고), 국비 70% + 지방비 30%

     - 지 액: 농  경  유지를 해 일반작물 신 경 작물을 재배함에 따라 발

생하는 소득손실을 감안 지 (2005년 산단가 10만원/10a) 

  ⑤ 약농가의 의무: 

     - 경 작물 식재, 성실한 재배 리: 정시비  제 , 병충해 방지 등

     - 작물수확 후의 농지정비: 수확물 처리  토지정비

     - 경작지 주변의 경 개선을 한 공동작업(유휴지 리, 꽃밭, 꽃길조성, 주변 

숲 정리, 담장정비 등)

2.2. 환경 친화 형  양식어업 직 지불제

  ① 목 : 연안어류양식어장의 환경 악화  자원남획을 방지, 경쟁력 있는 환경친

화형 양식어업의 육성을 해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환하여 사용하는 어가에 

해 경 비용 증가분을 지원

  ② 상: 가두리양식어업  수조식육상 양식어업

  ③ 단가: 가두리양식어업의 경우 배합사료 ㎏당 290원으로 지원한도는 1㏊당 

37,440천원이며 수조식육상 양식어업의 경우 배합사료 ㎏당 260원으로 지원한도

는 0.35㏊당 32,864천원

  ④ 조건: 배합사료를 100% 의무 으로 사용해야 하며, 배합사료 이 장을 매일 

기재해야 함

2.3. 생물다양성 리 계약제도

  ① 목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 주민이 생태계 보 을 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의 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주민 참여의 자연환경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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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근거: 자연환경보 법 제16조

  ③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02년 ~ (계속)

     - 사업 내용: 철새 먹이제공을 한 농작물 미수확 존치, 친환경  농업의 실천, 

쉼터조성 등 생태계보 활동에 한 보상

     - 소요 산: 2004년 2,360백만원(국고보조 30%, 지방비 70%)

  ④ 지원 조건: 지자체장과 지역 주민의 계약체결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

  ⑤ 기 단가(ha당): 미수확존치 9,686천 원, 겉보리 3,147천 원, 보리 3,345천 원, 

맥주보리 3,809천원

2.4. 국내 공익  가치 환원 사례의 비교   문제  

가. 국내 공익  가치 환원 사례의 비교

  국내에 있어서 공익  가치 환원 사례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표 3-3>).

  부분의 국내사례는 시행연도와 산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익  가치를 유지 보

하기 하여 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 공익기능 직 지불제도의 도입

에 있어서 상호 수 로그램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 조건불리지역 경 보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생물다양성

리계약

시행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5년 2004년 2002년

산 114억원 58억원 532억원 6억원 101억원 23억6천만원

조건
-인증기

 수

-축종별 기본

 조건

-인센티

- 수 로그램
-경 형성

 작물재배

- 배합사료 

  100%사용

- 농작물 

  미수확존치

- 친 환 경 농 업 

-쉼터조성

의무
-농약, 토양 

 모니터링

-장부기장,  

 교육이수 등
- 약체결 - 약체결 - 이 장 -계약체결

표 3-3.  국내의 공익기능 직불제도 비교

주1: 시행연도는 시범사업연도 포함연도임.

주2: 산은 2006년 산이며 경 보  직불제의 산은 2005년, 생물 다양성 리계약제도의 산

은 2004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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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환원 사례의 산림분야 용상 문제

  재 국내의 공익  가치 환원에는 직 지불제가 보편 으로 확 되고 있는데 이

는 직 지불제도가 가격정책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 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

지불제도가 지니는 문제 도 동시에 지 되고 있으며 이를 산림과 연계하여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 지불제도는 소득 감소에 한 보상측면이 강하다. 농업 부문의 직 지불

제도는 국제무역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상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목재는 일  수입 

자유화되어 보호 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산림 분야에 용하기 어렵다. 

  둘째 직 지불제도는 공익  기능의 유지 증진에 문제가 있다. 직 지불제도는 생

산과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생산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도입되

어야 한다. 그러나 산림의 공익  기능은 주산물(목재)생산과 더불어 결합생산물로써 

발생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산림의 공익  가치를 유지 증진하기 해서는 생산과 연

계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 분야에 직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공익  

기능을 유지 증진시키기 어렵다.

  셋째 직 지불제도는 단가선정이 불명확하다는 이다. 특히 산림은 농업과 달리 

생산이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수확기가 없고 매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산정이 어려워 단가선정이 어렵다.

  넷째 지불 액이 소유자에게 이 되는 경향이 있다. 직  지불의 상은 일반 으

로 생산자이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소유규모가 평균 2.3ha로 세하고 필지가 분산되

어 있으며 부재산주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 지불제도가 산림 리의 유인책

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다섯째 생물 다양성 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 주민이 계약을 체결하여 

손실을 보상해 주는 자발 인 참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제도는 철새가 도래하는 

기간에만 농작물의 미수확존치를 실시하는 한시 인 로그램이다. 그러나 산림의 

공익  가치를 유지 증진하기 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 인 리가 필요하기 때

문에 이 제도를 그 로 산림부문에 응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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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공익  가치 환원 사례

3.1. 일본

3.1.1. 일본의 산림정비지역활동지원교부  제도

가. 제도 도입의 배경

  일본에서 임업채산성이 계속해서 악화됨에 따라 임업생산 활동이 정체되고 산림 

소유자의 고령화, 부재 화 등으로 인해 기에 한 산림시업이 불가피한 산림의 

황 악, 작업도의 정비 등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간벌 

등 산림시업이 충분히 행해지지 않은 인공림이 발생하는 등 재 로라면 산림이 가

지는 다면  기능의 발휘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2000년 12월에 결정된 임정개  강의 “산림이 가지는 다원  기능의 

발휘를 도모하는 에서 산림정비를 하여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 

한다.”를 근거로 하여 산림․임업기본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산림 소유자 등

에 의한 계획  일체  산림시업의 실시가 특히 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그 실시

를 해 필수 인 산림의 황조사, 기타 지역 활동을 확보하기 한 지원을 한다.”

라고 규정하 다.

  산림․임업기본법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해 한 산림정비의 추진을 통해 산림

이 가지는 다면  기능의 발휘를 도모한다는 에서 산림 소유자 등에게 계획  

일체  산림시업을 실시하는데 불가피한 지역 활동을 확보하기 한 지원조치로서 

2002년도에 ‘산림정비지역 활동지원 교부 제도’가 도입되었다(임야청 2003).

나. 제도의 개요

  ‘산림정비지역 활동지원 교부 ’은 산림 소유자 등에 의해 시업 기에 한 시업

의 실시를 확보하기 해 필요한 다음의 세 가지 사업에 일정액을 교부한다.

  ① 입목의 생육상황, 잡목의 번성상황, 상산림까지의 근상황 등을 알 수 있는 

황조사,

  ② 시업구역주변의 명확한 표시, 시업실시면 을 악하기 한 간이 측량 등 시업

실시구역을 명확히 하기 한 경계표시 작업,

  ③ 시업장소까지의 근에 이용되는 작업도와 보도의 정비, 보수 등 지역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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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의 세 가지사업에 해 반드시 세 가지사업을 모두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사

업을 할 것인가는 으로 사업의 주체가 결정하게 된다. 

다. ‘산림정비지역 활동지원 교 부 제도’의 요

  ① 지원 상 산림

   - 인정을 받은 산림시업계획 상산림(30㏊ 이상 단지)

  ② 교부 상자

   - 지원 상이 되는 산림의 시업계획 작성주체로 시정 장과 정을 체결한 자

  ③ 지원 상 활동( 상행 )

   - 시정 과 교부 상자 사이에 체결한 정에 근거해서 시업실시에 불가결한 활

동인 산림 황 조사, 시업실시구역의 명확화 작업, 작업도의 정비 등, 기타

   - 교부 상자는 이들 가운데 1가지 이상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④ 지원실시

   - 교부 상자는 교부 의 교부를 받기 해서는 먼  시정 장과 상행 , 교부

의 교부방법, 정을 폐지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한 정을 체결해야 한다. 매

년도 교부 상자가 상행 를 실시하고 시정 장이 상행 의 실시를 확인

한 후 시정 장은 교부 상자에게 교부 을 교부한다.

  ⑤ 교부 액

   - 교부 의 교부단가는 산의 기 가 되는 산림 1㏊당 1만 엔이다.

(교부단가는 국가, 도도부 , 시정 이 지원하는 액의 합계이다. 국가 50%, 도

도부  25%, 시정  25%를 각각 부담한다)

그림 3-2.  ‘산림정비지역 활동지원 교부 제도’의 흐름

삼림시업
계획

갱신
식재

보육
하예 등

간 벌 주 벌

삼림소유자 등에 의한 삼림시업실시에 불가피한 지역활동
(삼림현황조사, 시업실시구역의 명확한 작업 등)

새로운 지원조치

삼림시업
계획

갱신
식재

보육
하예 등

간 벌 주 벌

삼림소유자 등에 의한 삼림시업실시에 불가피한 지역활동
(삼림현황조사, 시업실시구역의 명확한 작업 등)

새로운 지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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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산기 산림

   - 산의 기 가 되는 산림은 아래와 같다.

    ㉮ 임령이 정체결시 에 35년생 이하인 인공림

    ㉯ 임령이 정체결시 에서 36년생 이상 45년생 이하인 인공림으로 다음의 요

건을 부 충족한 산림

      ㉠ 시정 산림정비계획에서 정한 공익  기능별 시업 산림구역내에 존재하는 

산림

      ㉡ 정체결 후 정 기간에 시업을 계획하고 있는 산림

      ㉢ 해당시업이 35년생 이하의 인공림과 일체 인 시업을 행하는 산림

    ㉰ 임령이 정체결시 에 60년생 이하인 육성 천연림

  ⑦ 사업의 실시기간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3.1.2. 가나가와(神奈川) 의 자연보호장려 제도8)

가. 제도의 개요

  가나가와 이  내의 귀 한 자연환경을 보 하기 해 만든 지역 심의 제도

로서 자연환경 보 을 해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제 녹지를 지정

하고 있는데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 하기 한 책무를 토지소유자만 부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의 혜택을 받는 사람 모두 부담을 나 어 갖자는 취지로 장려 을 

교부하여 자연환경을 보 하자는 취지이다.

  자연보호장려 은 자연공원, 자연환경보 지역, 보안림 내 등 법령에 의해 토지이

용을 규제받고 있는 토지 소유자 는 지상권자 등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1974년부터 시작된 가나가와  독자 인 제도이다.

나. 제도운 황

  도시화가 속히 진행되고 개발압력이 높은 귀 한 자연환경의 보 을 담보로 하

여 토지이용규제를 보완하기 해 마련된 자연보호장려 은 토지소유권자 등에게 인

센티 를 주는 으로서 유일한 시책이다.

  가나가와 이 지정하고 있는 자연환경보 지역은 1999년 말에 11,215.39㏊,  토

8) 본 내용은 神奈川縣 環境農林部林務課에서 발행한 ｢神奈川の森林․林業(2003)｣의 일부를 요

약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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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4.664%( 국 평균은 0.195%)를 차지하고 있고 을 통 털어 국 1 (2  궁성  

7,815.2㏊ 1.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교부 상지역은 136,852.96㏊( 복분

을 포함:  총면 은 241,514㏊)이다.

다. 자 연보 호장려 산정방법

  보존계약을 체결하여 과세표 액 정도로 빌리는 비용을 산하여 임차료 형식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임차료는 1㎡당 연 10엔(산림․원야의 과세액으로 시산) 정도이다.

  이와 같은 경우  교부 액은 10엔 × 1,368,529,600㎡ = 136.85억 엔이며 보존계약

에 의해 보 할 경우 연간 임차료만으로 비교해도(실제로는 임차료 외에 유지 리비 

등이 필요)  상 지역에서 약 38배의 비용이 필요하다.

라. 사업 내용

  교부 상지역의 토지 소유자 는 지상권자의 신고를 기 로 삼아 내용을 심사하

여 자연보호장려 을 교부한다. 상 지역은 자연환경보 지역, 국립․국정․ 립 자

연공원지역, 역사  풍토보존지역, 근교녹지보 지역, 녹지보 지구, 풍치지구, 보안

림(계 136,852.96㏊: 2002)이며 상지는 상기지정지역내의 산림, 원야, 늪(池沼)이다. 

교부 액은 소유자 12,000엔/㏊, 지상권자 6,000엔/㏊(최 면  1,000㎡, 최고한도액 일

반 600천 엔, 재산구 등 9,000천 엔)이다.

마. 사업추진실

  재까지는 1㏊당 1만 2천 엔이 교부되는데  면  소유자 등에는 한도액이 설정

되어 있으며 2002년도 실 으로서는 4만 2천㏊ 정도의 토지에 해서 약 3억 4천만 

엔의 장려 이 교부되었으며 과 수원 분수림 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교부 상에서 제외된다.

바. 수 원림 조성사업과의 계

  수원 림 조성사업은 1995년 말부터 1996년 에 걸쳐 겨울 이상갈수(異常渴水)를 

계기로 시작하 으며 조성사업은 수원 분수림, 수원 정림, 매수, 력 약 등 4가지 

방법에 의해 산림을 확보․정비하는 것이다.

  력 약 외 3가지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산림 소유자에게 우  조치로서 산림마

다 정비계획의 책정, 리도로의 정비, 산림국 보험에 가입, 계약지의 경계정비를 

이 수행한다. 첫째 력 약은 산림 소유자가 행하는 산림정비의 경비일부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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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원 정림은 산림 소유자와의 정(임  등)에 의해 이 산림을 정비, 셋째 수

원분수림은 산림 소유자와의 분수계약에 의해 이 산림을 정비, 넷째 매수는 귀 한 

산림과 수원지역의 보 에 요한 산림을 매입, 이 보  정비하는 방법이다. 

  산주가 정비하는 력 약산림에 해서는 자연보호장려 과 병행이 가능하나 

이 정비하는 확보사업 산림( 정림, 분수림, 매수)은 병행이 불가능하다. 수원 림 조

성사업별 주요 내용은 <표 3-4>와 같다.

확보
방법

력 약 수원분수림

수원 정림 매수

수원림정비 정
수원육림

정
입 목 토지  입목

내 용

수원림조성에 력
하여 스스로 산림을 

정비하는 산주와 시

정 이 약을 체결
하고 정비지원을 함

산주와 이 분수육림계
약을 체결하고 이 산

림정비를 함(벌채시 수

익이 발생한 경우 분수
함)

산주에게서 토지
를 임차하여 이 

산림 정비를

실시함(매년도 임
차료를 지불)

산주와 이 

정을 체결하고 

산림 리는 산주
가 하고 산림정

비는 이 담당

함

이 입목을 매입
하고 산림정비를 

함(벌채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일부
를 지 로 지불)

이 산림을 매입
하고 산림정비를 

함(매각에 해서

는 일정 기 을 
세워 행함)

상

산주
개인, 회사, 생산산림조합, 재산구, 일부사무조합 등(단 국가, , 시정   녹자원기구가 리하고 있는 산림은 제외)

상

산림

삼나무, 편백 인공림, 

활엽수림

삼나무, 편백 인공림(도
로에서 가깝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산림

삼나무, 편백 인공

림, 활엽수림

삼나무, 편백 인

공림

삼나무, 편백 인공

림

삼나무, 편백 인공

림, 활엽수림

상

임령

인공림:11년생이상,

활엽수:제한없음
원칙 21～50년생

인 공림 : 11년 생 이

상,
활엽수:제한없음

원칙 11년생 이

상

삼나무:40년생 이
상

소나무: 45년생 이

상

제한없음

목표
산림

단층림, 복층림, 거목

림, 침활혼효림, 활력 

있는 활엽수림

복층림
침활혼효림, 활력 
있는 활엽수림

건 한 인공림 거목림

거목림, 침활혼효

림, 활력 있는 활

엽수림

계약서
등의 종류

력 약
수원 분수림
계약

수원림 정비
정계약

수원림
육림 정

입목매매계약 수원

림토지이용 분수계

약

토지  입목 매
계약

계약당사자 산주와 시정 토지소유자와 神奈川縣
토지소유자와 神

奈川縣

토지소유자와 神

奈川縣

토지소유자와 神奈

川縣

토지소유자와 神

奈川縣

계약기간 주벌완료시 까지
임령 70년 이상 될 때까

지
20년간 20년간

임령이 100년생이 
될 때까지 는 50

년간

-

계약

상
규모

원칙 1단지 0.1㏊이

상

원칙 1단지 2㏊이상(복
수의 소유자를 포함해서 

1단지 2㏊이상까지도 포

함)

이 취득 

하는 권리
없음

토지:지상권(등기함)

입목: 공유지분권

토지:지상권(등기

하지 않음)

입목:취득하지 않
음

취득하지 않음
토지:지상권
(등기함)

입목:소유권

토지․입목:
소유권

(등기함)

계약 등에 

수반된 
보조․ 가 

․조림사업보조

․조림보조 상외에  
  한 보조

․작업로정비 보조

․산림기능회복을 
  한 보조

․정산 (120만엔/㏊)

․소유자의 분수비율
  (4～7할:임령  정비

  상황에 따라 달라짐)

․복층림조성에 의해 식
재된 하층목의 무상양도

․임차료

 ( 연간 2 7 , 0 0 0 엔 /

㏊)
(단, 계약 년도

는 1할을 계산)

-

․입목 의 지불

․토지이용분수

  계약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분수비율(4할)

․토지  입목

  의 지불

표 3-4.  수원림 조성사업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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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고치(高知) 의 산림환경세9)

가. 고치 의 산림환경 세 도입배경

  고치 은 산림비율이 84%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격한 과소화 

 고령화, 목재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임업경 이 곤란해짐에 따라 간벌 등의 

리가 불충분한 인공림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원함양기능의 하와 토양 유실이 발

생하여 산림뿐만 아니라 하천과 바다의 생태계에도 변화가 발생하는 등 산림의 황폐

는 주민의 생활환경문제가 되었다. 한 2002년 “지방분권 일 법”이 통과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 인 세 징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치 에서는 2003년부터 

산림환경세를 도입하여 산림을 리하게 되었다.

나. 고치 의 산림환경 세

  산림환경세는 산림 환경의 보 을 목 으로 하는 고치  독자의 세제도이다. 민세

에 연간 500엔씩을 추가로 개인과 법인모두에게 징수하고 있다. 2006년의 세수입은 연

간 약 1억 7천 2백만원으로 징수한 세 은 “산림환경보 기 ”으로 립하고 있다. 기

의 사용은 민과 제3자 기 으로 구성된 “산림환경보 기 운 원회”가 검토한 

이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이 실시된다. 과세기간은 2003년부터 5년간을 정하

고 있으며 2007년에 세제도의 연장여부나 사용방법을 다시 검토할 정이다(<부록3>). 

다. 산림환경 세의 시행 차

  고치 에서는 민과 법인으로부터 각각 500엔씩을 민세 과과세로 징수하고 있

다. 세의 사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하여 “고치  산림환경보 기 조례”를 

제정하여 산림환경세수 상당액을 일반재원에서 산림환경보 기 으로 립하고 산림

환경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사업주체는 개인이 아닌 사업체(산림조합 는 임업사업

체)로써 사업체가 개인과 의하여 산림환경보 사업을 시정 에 신청한다. 

  특이한 사항은 공무원, 학계, 주민, NGO 들로 구성된 “고치  산림환경보 기 운

원회”를 독립된 자문기구로 설치하고 있으며 기 운 원회에서는 민의 의견

을 수렴하여 사업계획검토, 사업실시상황확인, 사업안에 한 의견을 제시한다.

  산림정비에 따른 비용의 액(100%)을 지원하고 있지만 임업진흥사무소( 청소속)

이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보조 을 사후에 지불한다. 

9) 본 내용은 해외출장결과(2006년 10월 22일 ~ 26일)를 요약 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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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고치  산림환경세의 시행 차

현민 적립

산림환경보전기금

산림환경 보전사업기금운영위원회

주민의견을 검토반영

현민세균등비율 초과과세(산림환경세)

현민의 의견반영•투명성의 확보

사업계획검토
사업실시상황확인
사업안에 대한 의견제시

사업접수 및 승인
사업내용 모니터링

현민 적립

산림환경보전기금

산림환경 보전사업기금운영위원회

주민의견을 검토반영

현민세균등비율 초과과세(산림환경세)

현민의 의견반영•투명성의 확보

사업계획검토
사업실시상황확인
사업안에 대한 의견제시

사업접수 및 승인
사업내용 모니터링

  사업요건은 10년간 개벌을 실시하지 않는 조건이며 보조 을 받은 산지의 산주가 

바뀔 경우에도 이 조건이 승계된다. 

라. 산림환경 세의 사용용도

  산림환경세의 규모와 용도는 <표 3-5>와 같다.

  2006년도의 산림환경세 징수액은 약 1억7천만 엔이며 연도별로 산림환경세의 징수

액과 사업비가 증가 추세에 있다. 

  산림환경세의 용도는 크게 구분하여 소 트사업인 민참가 산림만들기 추진사업

과 하드사업인 산림환경긴 보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소 트사업인 민 참가 산림만들기 추진사업에는 학습종합지원사업비, ‘고치 

산의 날’ 추진사업비, 산과의 교류 진 사업비, 산림만들기에 한 이해와 참가를 

진하는 홍보사업비, 목재이용 진사업비, 운 원회개최비가 주요 사용 내역으로 

2006년에 32.3%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산림환경긴 보 사업에는 산림환경긴

보 비와 산림보  자원 사 활동 추진사업비가 주요 사용 내역으로 2006년에 67.7%

를 사용하고 있다.

표 3-5. 고치  산림환경세의 사용 내역

연도
징수액

(엔)

사업비

(엔)

사업비 사용비율(% )

소 트사업 하드사업

2003 115,972,601  85,212,677 76.7 23.3

2004 133,546,604 126,324,718 35.8 64.2

2005 161,535,675 144,277,037 25.7 74.3

2006 171,758,000 176,802,000 32.3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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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은 지역 주민에 의한 민세가 세의 원천이기 때문에 시행 기에는 지역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하여 소 트사업에 한 기 사용비율이 높았지만 주민

의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재에는 하드사업에 한 기 사용비율이 높은 상태이다.

마. 산림환경 보 을 한 지방자 치단 체의 독자 인 과세제도

  일본에서는 2006년 1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보 을 한 독자 인 과세제도

를 운 하고 있다(<표 3-6>). 세의 명칭은 부분이 “산림환경세” 는 “산림만들기

민세”로써 민세 과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세 액은 개인은 300엔 ~ 1,000엔, 

법인은 3% ~ 11%의 과세를 징수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추가로 3개 이 독자 인 

과세 제도를 운 할 정에 있으며 총 19개의 지방자치단체로 확 될 정이다. 이들 

제도는 앙정부의 산림지원제도와는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표 3-6. 지방자치단체의 산림환경보  과세제도

지자체 세의 명칭
도입시기

(징수기간)
의결
시기

과세내용 징수
액

(억엔)방식
개인

(년)
법인

(년)

1 高知県 산림환경세 ’03(5년간) ’02. 2. 민세 과과세  500엔 500엔  1.8

2 岡山県 산림만들기 민세 ’04(5년간) ’03.11. 민세 과과세  500엔  5%  4.6

3 鳥取県 산림환경보 세 ’05(3년간) ’04. 2. 민세 과과세  300엔  3%  1.0

4 島根県 산림만들기세 ’05(5년간) ’04.12. 민세 과과세  500엔  5%  2.0

5 山口県 산림만들기 민세 ’05(5년간) ’04. 6. 민세 과과세  500엔  5%  3.8

6 愛媛県 산림환경세 ’05(5년간) ’04.12. 민세 과과세  500엔  5%  3.6

7 熊本県 산림환경세 ’05(5년간) ’04.12. 민세 과과세  500엔  5%  3.6

8 鹿児島県 산림환경세 ’05(5년간) ’04. 6. 민세 과과세  500엔  5%  3.8

9 岩手県 산림만들기 민세 ’06(5년간) ’05.12. 민세 과과세 1,000엔 10%  7.1

10 福島県 산림환경세 ’06(5년간) ’05. 3. 민세 과과세 1,000엔 10% 10.0

11 静岡県 산림만들기 민세 ’06(5년간) ’05.12. 민세 과과세  400엔  5%  8.4

12 滋賀県 산림만들기 민세 ’06(5년간) ’05. 6. 민세 과과세  800엔 11%  6.0

13 奈良県 산림환경세 ’06(5년간) ’05. 3. 민세 과과세  500엔  5%  3.8

14 兵庫県 민녹색세 ’06(5년간) ’05. 3. 민세 과과세  800엔 10% 21.0

15 大分県 산림환경세 ’06(5년간) ’05. 3. 민세 과과세  500엔  5%  2.9

16 宮崎県 산림환경세 ’06(5년간) ’05.12. 민세 과과세  500엔  5%  2.0

17 神奈川県 수원환경보 재생 민세 ’07(5년간) ’05.10. 민세 과과세  300엔 없음 38.0

18 冨山県 산림만들기세 ’07(5년간) ’06. 6. 민세 과과세  500엔  5%  3.3

19 和歌山県 산림만들기세 ’07(5년간) ’05.12. 민세 과과세  800엔 11%  2.6

자료: 고치 의 내부검토 자료를 수정하여 인용함.



48

3.2. 독일 BW 주 의 ‘임지 평형 부  제도’10 )

3.2.1. ‘임지 평형 부 제도’의 배경과 의의

  독일의 ‘BW(Baden-Wurttemberg) 주’에서는 1991년부터 직 지불제로 임지 평형 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첫째 1980년  이후 임업경 의 

수익 상황이 악화되었고 1980년  부터 문제가 된 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가 속

출하여 생태계를 고려한 자연에 근사한(자연 친화 인) 임업이 요구됨에 따라 임업경

의 부담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둘째 ‘BW 주’의 농림업의 경 구조를 들 수 있는데 ‘BW 주’의 농림업경 은 특히 

북부 주에 비해 소규모이며 산간부의 농림가는 농지면 은 고 신 산림은 비교  

많아 그 때문에 기존 농지평형 부 제도에 의한 혜택은 고 임지에 해 동일한 

시책의 필요성이 높아져 왔기 때문이다.

3.2.2. ‘임지 평형 부 제도’의 개요: 1991년도

  이 제도의 목 은 자연  조건에 의해 임업수익이 고 경 이 곤란한 지역의 임

업경 을 도와주고 동시에 자연환경과 농  경 을 유지․보호하는데 불가피한 농림

경 을 유지시키기 한 것이다. 조성 상은 주내에서 200㏊ 이하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농림업경 자로 주정부에서 지정한 조건불리지역 내에 산림이 있어야 한

다. 한 농림복합경  임가의 경우에는 조건불리지역 내에 산림을 어도 3㏊를 소

유하고 있어야 하며 업임가(농용지 3㏊ 미만)의 경우에는 동지역내에 산림이 어

도 5㏊가 있어야 한다.

  이들 가운데서도 이미 휴경 로그램, 농지평형 부 , 기 조림보상 제도에 의

한 조성 등을 받고 있는 토지는 제외되며 한 질서정연한 산림경 을 하고 있어야 

한다. 조성 은 기본 , 수당 A, 수당 B의 3가지가 있는데 기본 은 Schwarzwald지역

에서는 ㏊당 연간 90DM까지, Audenwald지역에서는 75DM까지, 기타 지역은 50DM까

지이다. 수당 A는 통일과세평가액 200DM/㏊미만의 산림이 상이며 1㏊당 연간 

30DM까지이다. 수당 B는 토양보 을 한 산림이 상이며 마찬가지로 1㏊당 연간 

30DM까지이다. 이들 기본 , 수당 A, B는 복가능하며 한 부 은 최  100㏊까

지 조성되는데 이것이 부 의 한계가 된다. 이 제도는 1997년에 변경되었고 변경은 

수령자격, 수령 액, 수령 액의 상한에 한 것들로서 변경의 최  이유는 주의 재

10) 靖人(2001)과 堺正絃(2003)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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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난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임지 평형 부 제도’는 도입 후 10년간의 실 으로부터 이 제도가 어떠한 의미

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 ‘BW 주’의 임업조성지출은 1980년 는 약 200

만DM ~ 600만DM의 범 는데 1991년 지출은 임지평형 부 만으로도 약 1,500만

DM에 달하 고 임지평형 부  지  조건이 엄격해 졌던 1997년에도 약 940만DM이

었다. 

  개별 농림가경 의 입장에서 보면 1991년 ~ 1993년에 걸쳐 90년의 풍해의 향

으로 목재 수입이 감소한 기간 임지평형 부 은 농림가의 수입을 보충하는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표 3-7>).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목재수입 687 949 1,932 386 536 422 765 961 590 927 1,042

그외임산물 37 37 36 34 33 30 33 30 30 27 27

기     타 13 12 12 15 12 13 13 13 19 14 14

조성 수입

(A ZW )

73

(-)

83

(-)

198

(-)

211

(89)

183

(96)

184

(94)

146

(93)

133

(91)

131

(90)

81

(51)

93

(49)

임업수입

합   계
810 1,081 2,178 646 765 649 957 1,137 770 1,049 1,176

표 3-7.  ‘BW 주’의 임업수입에서 차지하는 ‘임지 평형 부 ’의 치
단 : DM/㏊

  주: AZW는 임지평형 부 (Ausgleichzulag Wald)

자료: BRANDL․HERCHER․LOBELL․NAIN․OLISCHLAGER․WICHT-LUCKGE. 1999 .20Jahre Testbetriebsnetz 

Kleinprivatwald in Baden-Wurttemberg, Berichte Freiburger Forttliche Forschung. Heft 14.

3.2.3. 개정된 임지 평형 부 제도의 개요, 2000년도

  ‘임지 평형 부 제도’는 주 재정난으로 1997년에 1차 개정이 있었고 2000년에 

폭 개정되었는데 개정의 동기는 이 제도를 EU에 합하도록 하여 EU로부터 재정지

원을 얻기 해서이다. 

  주요 개정된 사항은 4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시정 계에 의해 포함된 

Schwarzwald, Audenwald 등 조건불리지역의 구분 폐지, 둘째 EU 규칙 1257/1999의 32조

에 해되며 수익에 좌우되는 수당 A의 폐지, 셋째 임차지규정의 폐지 등이다.

  변경결과 ‘임지 평형 부 ’은 토지보 림에 해당되지 않는 산림을 상으로 한 

보상  A(41유로/80DM)와 토지보 림을 상으로 하는 보상  B(72유로/140DM)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보상  B는 EU로부터 50%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200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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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평형 부 은 15만㏊(이 가운데 2만㏊는 토지보 림)의 사유림에 해서 1,200만

DM(보상  A가 약 900만DM, 보상  B가 300만DM)이 지불되었다.

  넷째 산림 리에 해서 입지에 합한 방법과 자연에 근사한 친자연  임업을 기

본에 추가하고 토지보 림에서의 개벌 폐지, 자연갱신 방법의 우선, 택벌림경 의 우

선 등을 구체 인 의무 사항으로 명기하 다. 동시에 산림의 유지 리상황에 해서

는 행정기 이 감독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 당 의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 벌칙을 

수하도록 명문화하 다. 이것은 임지평형 부  수령 임가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면

서 감독  조사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2000년부터 ‘임지 평형 부 제도’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으나 자연환

경과 농  경 을 유지․보호하기 해서는 농림업경 의 존재가 불가피함으로 ‘BW 

주’의 농림경  존속유지라는 목 은 그 로 유지하고 있다.

3.3. 미국의 사유 림지원제도

3.3.1. 산지향상 로그램(FLEP: Forestland Enhancement Program)

  FLEP는 2002년 개정된 농업법안에 포함된 사유림지원 로그램으로써 책무유인

로그램(SIP:　Stewardship Incentive Program)11)과 임업유인 로그램(FIP: Forestry Incentive 

11) Stewardship Incentive Program (책무유인 로그램)

  ◦ 비기업  사유림의 복원, 리, 유지 등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한 연방정부의 로그

램으로, 목재 공 의 1/2 정도가 비기업  사유림에서 발생하므로 미래 세 를 해 사유

림을 보호할 필요성에 의해 고안됨.

  ◦ 목

    - 수질, 토양, 기타 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의 침식을 방지하기 해 계획된 리업무

(practices)를 수행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산림환경 개선과 환경  이익을 동시에 추

구하는 것을 목 으로 함.

   ◦ 상 활동(Practices)

    - 계획 개발

    - 산림습지 보호, 보   이용

    - 수질에 향을 미치는 지역에 한 자생종 리  유지 제고

    - 어류  야생동물 서식지 리  유지

    - 크리에이션 리

    - 경  리

  ◦ 사업내용

    - 25acres 이상 1,000acres 이하의 산림을 상으로 하되, 외 으로 5,000acres까지 허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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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을 체하고 있다. 이 로그램의 궁극 인 목 은 개인 산주가 임업을 장기

으로 경 할 수 있도록 경제  기술  교육 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FLEP가 신인 SIP와 FIP와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나 실제로 집행되는 주의 환

경을 존 하여 로그램의 실행에 한 재량권을 주 정부에게 상 으로 많이 부여

하고 있다는 것이다.

  ① 지원내용

    - 산주별로 필요한 비용의 최  75%까지 정부가 분담

    - 5년 계획에 최  10만$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

  ② 상 활동

    - 산림경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산림 문가 고용, 조림과 제조림 작업, 산림갱

신작업, 산림농업작업, 수자원  수원함양 기능보  작업, 어자원  야생동물 

서식처 개선 작업, 산림건강 개선작업, 멸종 가능 동식물보 작업, 산림화재  

재난방지 작업, 산림화재  재난복구 작업 등

3.3.2. 산림유산 로그램(FLP)

  FLP(Forest Legacy Program)는 환경 으로 요한 산지의 용을 막아 보호하고 보

하고자 하는 로그램으로써 1990년에 만들어 졌으며 주로 상업지나 주거지 등으

로 활용 수요가 많으면서도 환경 으로 가치 있는 산림을 산주에게서 개발권을 구매

하여 타용도로 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로그램이다.

  ① 지원내용

    - 구매비용의 최  75%까지 로그램을 통하여 제공하고 나머지는 주정부, 지역

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매칭펀드의 성격으로 마련하여 제공

  ② 상 활동

    - 산주에게서 개발권을 구매하여 개발을 지

    - 산주가 목재 생산을 비롯해 임업 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 

3.3.3. 토양보 로그램(CRP)

  CRP(Conservation Reserve Program)는 침식되기 쉽고 환경 으로 민감한 토양에 하

여 자발 으로 농업생산을 단시키기 해 개발된 로그램이다. 주로 한계농지로

서 농작물을 제거하고 나무를 심는 경우에 지원 상이 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0년 

수 있음.

    - 리활동에 드는 비용의 75%까지 정부가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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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으로 농무부가 그 지 (차지료)를 지불하는 제도로서 2007년까지 한시 으로 

실행된다. 주요 지원내용과 상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내용

    - 주정부 토지 제외

    - 최근 6년 가운데 4년 이상 경작된 토지

    - 각 County 체 경작면 의 25% 이내 

    - 비용 분담률 50%

  ② 상 활동

    - 지조성, 야생동물 서식지 조성  리, 조림 

3.3.4. 습지보 로그램(WRP)

  WRP(Wetland Reserve Program)의 상은 습지가 심이지만 습지를 둘러싼 토지 

는 인근의 토지를 포함하며 습지를 복원 는 보 함으로써 토지의 환경  요소를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로그램이다. 미국 내 습지보

로그램으로 지정하여 리할 수 있는 최  면 은 975천 에이커로서 그  1/3은 

구지역권으로 지정, 1/3은 30년  10년 지역권으로, 그리고 나머지 1/3은 농지로 부

활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에 해 국가가 분담․지원한다. WRP 지원 내용과 

상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구지역권12)

    - 국가의 목 을 해 국가가 구히 사용권을 행사

    - 지원 조건은 토지의 농업  가치보다 은 수 이나 국가가 지역권 계약의 

100% 재정지원과 100% 비용분담을 한다.

  ② 30년  10년 지역권

    - 30년 는 10년 동안 행  제한을 하고 국가가 사용권을 행사

    - 회복비용의 75%를 국가가 지원

  ③ 복원비용 약

    - 나머지 1/3은 농지로 부활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소유자가 분담

  ④ 상 활동

    - 습지 개발  복원, 둑  수자원 통제 구조물 설치, 야생동물 습지서식지 

리, 조림, 지조성  

12) 지역권(地役權)이란 자기 땅의 효용을 높이려고 남의 땅을 이용, 지배하는 물권. 남의 땅으

로 통행하거나, 물을 끌어가는 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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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야생동물서식지개선 로그램(WHIP)

  WHIP(Wildlife Habitat Incentive Program)는 2002년 Farm Bill에 의해 개정된 로그램

으로 고지 , 습지, 하천, 수  등 야생동물 서식지를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 

련 활동비용에 해 정부가 지원하는 로그램이다. 지원 상은 계약 기간 토지에 

한 소유권을 지배하는 소유자 는 상 토지를 통제할 수 있는 자이며 CRP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WRP(Wetland Reserve Program), WBP, EWPP 등에 가입된 

토지는 상에서 제외된다.

  ① 지원 내용

    - 5, 10, 15년 단 의 계약

    - 계약 건에 해 최  25,000달러 미만의 비용 분담

    - 활동 착수를 한 비용 75% 보상 

  ② 상 활동

    - 고지  야생동물 서식지 리, 목 리, 방목지 씨뿌리기, 가축의 출입 방지, 

울타리치기, 습지개발  조성

3.4. 코스타리 카의 수 자 원 보 상제도13)

  코스타리카에서는 산림이 발휘하는 공익  가치를 인정하여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1권리(재산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 하고 있다. 특히 제공자와 수혜자가 

분명하여 재산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배제성이 높은 수원함양기능에 한 경제  수

단을 도입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상류지역의 산림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하류의 물소비자가 산림이 

제공하는 물 서비스에 해 산림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보상제도(compensation 

mechanism)를 개발한 선구자 인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산림이 제

공하는 환경 서비스를 산림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지불 제도를 1997년부터 개발하고 

있다. 1996년에는 산림법(Forest Law No. 7575)에 물 서비스를 산림이 제공하는 환경 

서비스로 법 으로 명시하 으며 화석연료에 부과하는 5%의 매세를 주요 재원으

로 하는 FONAFIFO(National Fund for Forest Financing)라 불리는 기 을 설립하 다. 이 

기 을 통해 코스타리카 정부는 산림의 복구  유지, 재조림에 한 조건으로 산림 

소유자에게 재정 인 인센티 를 제공하고 있다. 

13) 코스타리카의 사례는 주린원․김재 (2003)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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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코스타리카의 물 서비스에 한 계약체결 황  지불 액

력회사 유역 유역면 (ha) 계약면 (ha) 지불액($ /ha/년)

Energia Global
R io V olcan  3,466 2,493 10

*

R io San Fernando  2,404 1,818 10
*

Platanar S A R ion Platanar  3,129 1,400 10*

C N FL

R io A ranjuez  9,515 5,000 42 

R io B alsa 18,926 6,000 42

Lago C ote  1,259   900 42

  주: *는 민가 력회사인 물 서비스의 구매자가 FONAFIFO에 기부하는 액이며 계약을 체결한 산

림 소유자는 표 계약 액인 US$42/ha를 매년 FONAFIFO로부터 받음.

자료: 주린원․김재 . 2003. “Pagiola, S. 2002.”

  력회사나 기타 물이용자에 의한 산림의 물 서비스에 한 지불이 코스타리카의 

환경 서비스에 한 지불제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1997년 민간 력회사인 

Energia Global 회사와 토지소유자와의 계약이 최 로 체결된 이후 국가 력회사인 

CNFL과 토지소유자와의 계약까지 여러 유역에서 산림의 물 서비스에 한 지불계약

이 체결되었다(<표3-8>). 력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유역의 산림 소유자는 물 서비스

에 한 보상으로 매년 ha당 42$를 FONAFIFO로부터 받고 있으며 민간 력회사는 매

년 ha당 10$를 FONAFIFO에 기부한다.

3.5. 국외의 산림 공익  가치 환원 사례의 비교

  일본, 독일, 미국, 코스타리카의 사례를 상으로 환원정책들을 비교한 결과는 <표 

3-9>와 같다. 각각의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 사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 으

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제도의 도입목 은 산림 환경의 보 에 따른 공익  가치의 증진에 있다. 둘

째 산림의 공익  가치를 증진하기 하여 산림보 활동을 지원 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셋째 지원 상자는 산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지원 

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지원내용은 제도별로 상이하지만 산주와 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계약이나 정에 따른 상호 수 

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산림의 공익  가치를 환원하는 방법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직

지불제도를 실시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부분이 교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 수자원 함양 기능이나 생물 다양성기능에 해서는 정부의 지원하에 재산권을 인

정해주거나 정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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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국외의 산림 공익  가치 환원 방법  내용 

제도 목 지원 상 상자 지원내용

EU직 지불

 ①단일지불

 ②환경지불

①소득보상

②환경수 향상

①GAP( 정농업규범)

  기 을 만족하는 농업

  생산

②유기농업생산

① 부분생산

  농가

②계약농가

①소맥:43천엔/ha/년

②13천엔/ha/년

일본 

산림정비지역

활동지원교부

- 한 산림정비

- 한 시업에 필요한 

 지역활동( 장조사, 

 간이계량 등)

-시정 장과 

 정을 체결한  

 산림소유자등

-10천엔/ha/년

 (국가1/2, 지방1/2)

독일

임지평형 부

-조건불리지역의 

 임업경 을 도와

 주어 자연환경과 

 경 을 유지  

 보호

-자연에 근사한 친자연

 

 임업경

-토지보 림에서의 

 개벌 폐지, 자연갱신

 방법의 우선 용, 

 택벌림경

-산주(임가)

-보상  A:토지보 림이외

 산림, 41유로/ha/년

-보상  B:토지보 림, 

 72유로/ha/년

미국  

산지향상

로그램

(FLEP)

-산주가 임업을 

 장기 으로 경

 할 수 있도록 

 경제  기술  

 교육  지원

-조림/재조림, 수자원 

  수원함양기는보 , 

 산림건강 개선, 물보 , 

 산림화재  재난복구

-산주
-소요비용의 75%

-5년 계획에 최  10만불

산림유산

로그램

(FLP)

-도시  산업  

 이용 가치가 

 있는 산림의 

 보

-산주로부터 산림

 개발권 구매
-산주

-구매비용의 75% 

-나머지는 주 정부, 지역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매칭펀드

 조성, 제공

토양보

로그램

(CRP)

-침식되기 쉽고 

 환경 으로 민감

 한 토양을 보

-한계농지에 농작물을 

 제거하고 나무를 심는 

 등 조림, 지조성, 

 야생동물 서식지 조성 

  리

-산주

-계약기간:10-15년

-최근 6년 동안 4년 이상 

 경작된 토지를 상

-2007년까지 한시

-비용분담률 50%

습지보

로그램

(WRP)

-습지를 복원 

 는 보 하여 

 토지의 환경요소 

 지속  유지

-습지개발  복원, 

 야생동물서식지 리, 

 조림, 지 조성

-산주

-총면  975천acres

- 구지역권: 총면 의 1/3, 

 지역권 계약(정부 100%부담)

-30년  10년 지역권: 총면

 의 1/3, 계약(국가가 사용

 권 제약, 회복비용의 75%를 

 국가가 지원)

-복원비용 약:총면 의 1/3, 

 국가와 소유자분담

야생동물

서식지

로그램

(WHIP)

-고지 , 습지, 

 하천, 수  등 

 야생동물 서식지

 를 조성  개선

-야생동물 서식지 리, 

 목 리, 방목지 씨부

 리기, 가축의 출입방지, 

 습지 개발  조성

-산주

-5,10,15년 단 계약

-계약 건에 해 최25천불

 미만의 비용분담

-활동착수를 해 비용 75%

 분담

코스타리카

자율 정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

-산림의 복구  유지, 

 재조림
-산림소유자

-정부, 민간회사, NGO등이 

 모 한 기 을 42$/ha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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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내외 공익  가치 환원 사례의 시사

4.1. 공익  가치의 유 지․ 증진에 한 지원정책 도입 

  국내 농업 분야의 외부경제효과(공익기능)의 환원은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시작으

로 친환경축산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 보  직불제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지불제와 생물 다양성 리계약제도 등도 시행 이지만 산림분

야에서는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산림의 경우 산림유 자원보호림을 상으

로 한 “(가칭) 산림생태보호 약”제도는 국내에도 유사사례가 있기 때문에 극 도입

할 필요가 있다.

  국외 산림의 사례에서는 일본, 독일, 미국, 코스타리카 등에서 산림을 상으로 한 

공익  가치의 환원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일본의 산림정비지역활동지원교부 제도

는 산림의 공익  기능의 지속 인 발휘를 확보하기 해 산림시업에 필요한 산림정

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에 산림정비가 진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한 지방자

치단체별로 환경보 을 한 독자 인 과세제도를 운 하고 있다. 독일은 자연환경

과 농  경 을 유지․보호하기 해서는 농림업경 의 존재가 불가피함에 따라 BW

주에서 독자 인 산림 리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산림지원제도는 각 제도마

다 고유의 특징이 있는데 산주가 자신이 소유한 산림을 어떠한 형태로 보호하고 유

지  리할 것인지에 맞추어 국가가 보조하고 있다는 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산림의 공익  가치를 히 유지 증진하기 한 한 정책

의 도입이 필요하다. 

4.2. 교 부 이 나 계약( 정) 에 따른 지불방식

  산림 분야에서 공익  가치를 환원하는 방안에는 직 지불제도보다는 교부 이나 

계약( 정)에 따른 지불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이는 직 지불제도가 소득 감소에 

한 보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산림 부문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 산림은 농

업과 달리 생산이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수확기가 없고 매년 소득

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산정이 어려우며 생산과 환경보 의 계가 상호 보완 인 결

합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산림의 공익  가치를 산주에게 환

원하여 산림을 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해서는 직 지불제보다는 계약(

정)에 따른 지불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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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호 수  로그 램과 제재 수 단  도입

  상호 수 메커니즘(cross-compliance mechanism)은 특정 지원 로그램에 참가하는 

산주에게 환경 기  수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는 경우 인센티 를 제공토록 하는 

방식이다. 

  국내 농업부문의 직 지불제도에서는 환경기장의 작성, 약에 의한 의무조건의 

수 등과 같은 상호 수 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일본과 독일, 미국에서도 보상

에 한 상호 수 로그램으로써 의무 조건이 부여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는 보상 액의 삭감이나 반납과 같은 강력한 제재수단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방안에 따른 수혜산주의 도덕  해이를 방지하기 해서

는 공익  가치 보상에 따른 상호 수 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

우의 제재수단들을 명문화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4.4.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시행된 보상 로그램에 해서는 특정 지역 단 의 변화 실태를 검하고 감찰하

는 모니터링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통해 피드백이 이루어짐으로써 더욱 발

인 정책 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다.

  일본의 고치 에서는 기 운 원회를 만들어 산림환경보 기 을 리하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하고 있으며 독일과 미국 등에서도 상호 수 로

그램 의무를 명확히 하면서 감독  조사를 강화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4.5. 산림과 련한 이 해 당사자 ( 정부,  지자 체,  산주  등) 의 역할분담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방안이 정착되기 해서는 련 주체인 산주, 리업체, 

연구자, 정책 담당자, NGO 등의 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국내외의 공익  가치 환원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해 당사자의 역할 분담이 

히 이루어지고 있다. 산주와 리업체는 산림 리 실천의 핵심주체로 지속 가능

한 산림 리를 해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자는 SFM 등의 최신기술을 

지역의 산림 장에 용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 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장연구  

연구결과의 정책연계에 노력하고 있다. 앙정부 담당자는 산림 리계획을 한 

장기 계획의 수립․집행, 련 제도의 정비, SFM기술 등 새로운 기술 개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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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

역 단 의 산림 리계획의 수립  추진, 개발된 기술을 산주 등에게 보 하는 교

육․홍보  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림 련단체와 학교수 등의 NGO

는 정책 추진에 한 모니터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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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에 한 의식조사

1. 산림의 공익  가치에 한 국민의식

1.1. 조사개요

1.1.1. 조사목   조사내용

  이 연구에서는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방안에 한 국민의 의식을 조사하기 

하여 도시민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

  조사 내용은 산림의 공익  기능에 한 의식과 지불 의사액 그리고 환원 방안에 

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 다.

1.1.2. 조사방법

  조사는 리서치 문기 인 (주)엠 인에 의뢰해 2006년 8월 7일부터 8월 13일 사

이에 실시되었으며 조사 상은 역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600명

을 상으로 선정하 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조사로 

실시하 다.

  표본추출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에 의한 임의할당 추출법(Purposive Quota Sampling)을 

사용하 으며 표본 수  표본 구성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 로 삼아 선정하 다.

1.1.3. 조사응답자 특성

  이 조사에 응한 응답자 600명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살펴보면, 반 으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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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주(39.2%), 기혼(75.2%), 연간 소득 3,000만원미만(31.2%)의 졸 이상의 고학력

(67.7%)자가 상 으로 높은 분포를 보 다. 연령과 성별은 상 으로 고른 분포를 

보 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은 30~40 가 20   50  이상 계층보다 2배 정도 많

았다. 연간 소득에서는 3,0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의 비율이 높았지만 5,000만 원  

이상의 계층 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4-1.  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구분
응답자수

(명)

응답비율

(% )

성별
남성 300 50.0

여성 300 50.0

연령

20  후반 100 16.7

30 200 33.3

40 200 33.3

50  이상 100 16.7

결혼여부
기혼 451 75.2

미혼 149 24.8

거주지역
서울․인천/ 수도권 284 47.4

부산, 구, 주, , 울산 316 52.6

학력
고졸 이하 194 32.3

졸 이상 406 67.7

연간 소득

3000 만원 미만 187 31.2

3000 만원 159 26.5

4000 만원 90 15.0

5000 만원 이상 164 27.3

1.2. 국민의식 조사 결과 분석

1.2.1. 산림의 공익  기능에 한 인지 여부

  산림의 공익  기능에 한 인지 여부는 성별, 연령별, 소득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

지만 체 으로 살펴볼 때 산림의 공익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

자는 26.7%에 해당하는 160명이었으며 용어나 내용 어느 하나를 모르고 있는 응답자

가 52%에 해당하는 312명이었다. 한편 생소한 용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1.3%에 해

당하는 128명으로 조사되어 산림의 공익  기능에 한 한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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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산림의 공익  기능 인지 여부

구 분 체
성별 연령 연간 소득

남성 여성
20
후반

30 40
50
이상

3000만
원미만

3000
만원

4000
만원

5000만
원이상

잘 이해하고
있다

160
(26.7)

108
(36.0)

52
(17.3)

15
(15.0)

52
(26.0)

68
(34.0)

25
(25.0)

31
(16.6) 

39
(24.5)

24
(26.7)

66
(40.2)

용어는 알지만, 
내용은 잘 몰랐다

118
(19.7)

61
(20.3)

57
(19.0)

26
(26.0)

29
(14.5)

44
(22.0)

19
(19.0)

32
(17.1)

39
(24.5)

17
(18.9)

30
(18.3)

용어는 몰랐지만, 
내용은 잘 안다

194
(32.3)

94
(31.3)

100
(33.3)

31
(31.0)

71
(35.5)

62
(31.0)

30
(30.0)

64
(34.2)

50
(31.4)

32
(35.6)

48
(29.3)

생소한 
용어이다

128
(21.3)

37
(12.3)

91
(30.3)

28
(28.0)

48
(24.0)

26
(13.0)

26
(26.0)

60
(32.1)

31
(19.5)

17
(18.9)

20
(12.2)

1.2.2. 산림의 공익  기능 가치의식

  산림의 공익  기능이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97.8%로 으로 높았으며 성별, 

연령별, 소득별로 구분할 때에도 부분이 산림이 지닌 공익  가치에 하여 정

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3.  산림의 공익  기능 평가

구 분 체
성별 연령 연간 소득

남성 여성
20
후반 30 40

50
이상

3000만
원미만

3000
만원

4000
만원

5000만
원이상

가치가 
있다

587
(97.8)

297
(99.0)

290
(96.7)

99
(99.0)

198
(99.0)

196
(98.0)

94
(94.0)

183
(97.9) 

155
(97.5)

87
(96.7)

162
(98.8)

가치가 
없다

13
(2.2)

3
(1.0)

10
(3.3)

1
(1.0)

2
(1.0)

4
(2.0)

6
(6.0)

4
(2.1)

4
(2.5)

3
(3.3)

2
(1.2)

1.2.3. 산림의 공익  기능별 평가

  산림의 공익  기능이 부분 정 으로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그러

나 부정 인 의견도 휴양․보건 기능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공익  기능을 더욱 더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표 4-4.  산림 공익  기능별 평가

구 분  발휘되지
않고 있다

별로 발휘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다

매우 잘
발휘되고 있다

수자원
함양기능

31
(5.2)

150
(25.0)

173
(28.8)

207
(34.5)

39
(6.5)

토사유출
방지기능

36
(6.0)

156
(26.0)

147
(24.5)

193
(32.2)

68
(11.3)

기
정화기능

21
(3.5)

101
(16.8)

166
(27.7)

206
(34.3)

106
(17.7)

생물다양성
보 기능

37
(6.2)

119
(19.8)

187
(31.2)

183
(30.5)

74
(12.3)

휴양,
보건 기능

11
(1.8)

60
(10.0)

151
(25.2)

272
(45.3)

106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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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사유림 방치로 인한 공익기능 감소 상황의 인지 여부

  사유림 산림의 방치로 인한 공익 기능이 감소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질문

한 결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4.2%에 지나지 않으며 들어 본 이 있다

(41.5%), 모르고 있다(44.3%)는 응답자가 많았다.

표 4-5.  공익기능 감소 상황의 인지 여부

구 분 체
성별 연령 연간 소득

남성 여성
20
후반

30 40 50
이상

3000만
원미만

3000
만원

4000
만원

5000만
원이상

잘 알고 
있다

85
(14.2)

51
(17.0) 

34
(11.3)

8
(8.0)

24
(12.0)

37
(18.5)

16
(16.0)

24
(12.8)

20
(12.6)

11
(12.2)

30
(18.3)

들어 본 이 
있다

249
(41.5)

137
(45.7)

112
(37.3)

33
(33.0)

80
(40.0)

94
(47.0)

42
(42.0)

64
(34.2)

71
(44.7)

44
(48.9)

70
(42.7)

모르고 
있었다

266
(44.3)

112
(37.3)

154
(51.3)

59
(59.0)

96
(48.0)

69
(34.5)

42
(42.0)

99
(52.9)

68
(42.8)

35
(38.9)

64
(39.0)

1.2.5. 산림의 유지․증진을 한 재원 마련 방안

  산림의 유지․증진을 한 재원 마련방안을 질문한 결과 정부출연 과 기부 으로 

기 을 조성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부재정

지출과 국민의 지원 으로 충당한다는 응답자가 26.7%, 산림의 공익  기능에 한 

세 을 징수한다는 응답자가 16%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4-6.  산림 유지․증진을 한 재원 마련 방안

구 분 체
성별 연령 연간 소득

남성 여성 20
후반 30 40

50
이상

3000만
원미만

3000
만원

4000
만원

5000만
원이상

정부출연 과 
기부  기 을 
조성한다

330
(55.0)

162
(54.0)

168
(56.0)

62
(62.0)

108
(54.0)

99
(49.5)

61
(61.0)

104
(55.6)

83
(52.2)

49
(54.4)

94
(57.3)

정부재정지출과 
국민의 지원 으로 
충당한다

160
(26.7)

79
(26.3)

81
(27.0)

26
(26.0)

55
(27.5)

56
(28.0)

23
(23.0)

50
(26.7)

45
(28.3)

28
(31.1)

37
(22.6)

산림의 공익
기능유지․증진을

한 세 으로
징수한다

96
(16.0)

50
(16.7)

46
(15.3)

11
(11.0)

31
(15.5)

40
(20.0)

14
(14.0)

30
(16.0)

30
(18.9)

10
(11.1)

26
(15.9)

기 타 14
(2.3)

9
(3.0)

5
(1.7)

1
(1.0)

6
(3.0)

5
(2.5)

2
(2.0)

3
(1.6)

1
(0.6)

3
(3.3)

7
(4.3)

1.2.6.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한 세 이나 기 의 기부 의견

  산림의 공익  기능을 유지 증진하기 한 세 이나 기 , 지원 의 납부의사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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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 결과 69.8%의 응답자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 으며 30.2%의 응답자

가 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 다.

표 4-7.  산림 유지․증진을 한 세 이나 기  기부 의견

구 분 체

성별 연령 연간 소득

남성 여성
20
후반

30 40
50
이상

3000만
원미만

3000
만원

4000
만원

5000만
원이상

있다
419

(69.8)
221

(73.7)
198

(66.0)
69

(69.0)
146

(73.0)
144

(72.0)
60

(60.0)
129

(69.0)
112

(70.4)
61

(67.8)
117

(71.3)

없다
181

(30.2)
79

(26.3)
102

(34.0)
31

(31.0)
54

(27.0)
56

(28.0)
40

(40.0)
58

(31.0)
47

(29.6)
29

(32.2)
47

(28.7)

1.2.7. 세 이나 기 의 납부의사가 없는 이유

  납부의사가 없는 응답자를 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지원 을 납부하고 싶지만 경제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다수

인 78.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산림과 련 있는 단체가 보 해야 한다는 

의견이 14.9%, 지원 이 없어도 보 된다는 의견이 6.6%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산

림의 공익  기능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한 세 이나 기 의 납부에 하여 부

정 인 의견이 있지만 부정 인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들도 산림의 공익  기능 자체

에 한 부정 인 인식보다는 경제  는 기타 이유에서 부정 인 의견임을 알 수 

있다. 

표 4-8.  세 이나 기 의 납부의사가 없는 이유

구 분 체

성별 연령 연간 소득

남성 여성
20
후반

30 40
50
이상

3000만
원미만

3000
만원

4000
만원

5000만
원이상

지원 을 납부하고 
싶지만 경제  
여유가 없어서

142
(78.5)

57
(72.2)

85
(83.3)

25
(80.6)

47
(87.0)

43
(76.8)

27
(67.5)

50
(86.2)

39
(83.0)

25
(86.2)

28
(59.6)

산림과 련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보 해야 하므로

27
(14.9)

14
(17.7)

13
(12.7)

5
(16.1)

4
(7.4)

9
(16.1)

9
(22.5)

4
(6.9)

5
(10.6)

3
(10.3)

15
(31.9)

지원 이 없더라도 
보 되어지므로

12
(6.6)

8
(10.1)

4
(3.9)

1
(3.2)

3
(5.6)

4
(7.1)

4
(10.0)

4
(6.9)

3
(6.4)

1
(3.4)

4
(8.5)

산림의 공익  
기능을 보 할 
필요가 없으므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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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기 의 사용 용도

  납부한 기 의 용도를 질문한 결과 우선순 별 가 치를 계산한 공익  기능별 가

치는 기정화 기능이 32.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자원 함양 기능 23.5%, 

휴양․보건 기능 18.6%, 생물 다양성 보 기능 14.3%, 토사유출방지 기능 11.3%의 순

이었다. 

표 4-9.  우선 개선하고자 하는 산림의 공익기능

구 분 체
성별 연간 소득

남성 여성
3000만원미

만
3000

만원
4000

만원
5000만원이

상

기
정화기능

247
(41.2)

116
(38.7)

131
(43.7)

70
(37.4)

61
(38.4)

40
(44.4)

76
(46.3)

수자원
함양기능

153
(25.5)

70
(23.3)

83
(27.7)

44
(23.5)

48
(30.2)

25
(27.8)

36
(22.0)

휴양/보건 기능
82

(13.7)
48

(16.0)
34

(11.3)
30

(16.0)
16

(10.1)
13

(14.4)
23

(14.0)

생물다양성
보 기능

66
(11.0)

37
(12.3)

29
(9.7)

21
(11.2)

20
(12.6)

8
(8.9)

17
(10.4)

토사유출
방지기능

52
(8.6)

29
(9.7)

23
(7.7)

22
(11.8)

14
(8.8)

4
(4.4)

12
(7.3)

1.2.9. “산림환경보  로그램”도입에 따른 지불의사

  기부 을 이용하여 가칭 “산림환경보  로그램”에 사용함에 한 의견 조사 결

과, 정 인 응답(매우 바람직하다, 비교  바람직하다)의 응답자가 59%로 높게 나

타났으며 부정 인 응답(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의 응답자가 

32.5%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8.5%이었다.

표 4-10.  산림환경보  로그램의 도입에 한 의식

구 분 체
성별 연간 소득

남성 여성
3000만원

미만
3000

만원
4000

만원
5000만원

이상

 바람직하지 
않을것이다

32
(5.3)

16
(5.3)

16
(5.3)

13
(7.0)

7
(4.4)

4
(4.4)

8
(4.9)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것이다

163
(27.2)

79
(26.3)

84
(28.0)

42
(22.5)

48
(30.2)

26
(28.9)

47
(28.7)

비교  바람직할 
것이다

291
(48.5)

147
(49.0)

144
(48.0)

100
(53.5)

76
(47.8)

41
(45.6)

74
(45.1)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63
(10.5)

44
(14.7)

19
(6.3)

14
(7.5)

13
(8.2)

10
(11.1)

26
(15.9)

잘 모르겠다
51

(8.5)
14

(4.7)
37

(12.3)
18

(9.6)
15

(9.4)
9

(10.0)
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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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산림환경보  로그램”도입에 따른 지불 액

  가상가치법의 직 질문법을 이용하여 “산림환경보  로그램”에 한 지불 의사액

을 추정하 으며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지불 의사액의 신뢰구간을 계측

하 다. 

  “산림환경보  로그램” 도입에 한 응답자의 지불 의사액은 9,082원/가구/월이었

으며 1,000회의 반복 시뮬 이션 결과에 의한 지불 의사액의 신뢰구간은 0원/가구/월 

~ 28,749원/가구/월로 계측되었다.

2.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에 한 문가조사

2.1. 조사개요

2.1.1. 조사 목 과 내용

  이 연구에서는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방안에 한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하여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산림정책 문가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 조

사 내용은 산림의 공익  기능에 한 의식과 지원의 타당성, 재원 마련방법, 상선

정방법, 지원제도의 타당성에 한 문가 의견을 조사하 다.

2.1.2. 조사 방법

  조사는 2006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조사 상은 학계, 연

구계, 산업계에 근무하는 문가 50명을 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조사로 

실시하 다. 총 50명의 문가 가운데 62%에 해당하는 31명이 설문에 응답하 다. 

2.2. 문가 조사 결과 분석

2.2.1. 산림의 공익  가치 증진을 한 경 방법 

  산림의 공익  가치를 증진하기 해서는 산림을 히 리할 필요가 있다. 

58.1%의 문가들은 경  능력이 있는 자(단체)에게 탁․ 리경 하거나 산주들의 

의체를 구성하여 경 하게 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19.4%의 문가들은 산주

들과 이해 계자들이 모인 지역공동 의체를 구성하여 의를 통해 산림을 경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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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부(12.9%)나 산주(9.7%)가 계획을 

세워서 경 하는 것보다 선호되고 있었다.

표 4-11.  산림의 공익  가치 증진을 한 경 방법

구분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

정부계획하에 일 성 있게 경 4 12.9

산주가 자율 으로 계획을 세워서 경 3 9.7

산주들과 이해 계자들이 모인 지역공동 의체구성하여 
의를 통해 경

6 19.4

경  능력이 있는 자(단체)에게 탁․ 리경 하거나 산
주들의 의체를 구성하여 경

18 58.1

합계 31 100.0

2.2.2. 사유림의 공익  가치 보상방법

  사유림의 공익  가치를 보상하는 방법으로는 산림의 공익  가치분을 화폐로 환

산하여 산주에게 환원하는 방법이 54.8%로 높게 나타났으며 재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 을 확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22.6% 다.

표 4-12.  사유림의 공익  가치 보상방법

구분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
재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 을 확 7 22.6

산림 소유자에 한 세제감면을 확 1 3.2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한 보험제도 활성화 4 12.9
산림의 공익  가치분을 화폐로 환산하여 산주에게 환원 17 54.8
기타 2 6.5

합계 31 100.0

2.2.3. 사유림 지원에 한 투자재원 확보방법

  사유림 지원에 한 투자재원의 확보방법은 산림환경세와 같이 특별한 목 세를 

도입하여 지원하는 방법이 58.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익자 부담에 의한 특

별한 기 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법이 22.6%로 나타났다.

표 4-13.  사유림 지원에 한 투자재원 확보방안

구분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

재와 같이 정부의 일반회계 산으로 지원 1 3.2

산림환경세와 같이 특별한 목 세를 도입하여 지원 18 58.1

수익자 부담에 의한 특별한 기 을 조성하여 지원 7 22.6

산림에 심이 높은 기업이나 개인들의 기부 을 확 0 0.0

산림의 공익 기능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시장시스템 도입 3 9.7

기타 2 6.5

합계 31 100.0



67

2.2.4. 산림의 공익  가치 보상 상

  산림의 공익  가치 보상 상은 산림경 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산림의 공익  

가치를 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4.5%로 가장 높았지만 산림경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공익 기능을 발휘하는 산림에 한 지원도 19.4%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

서 산림경  여부와 계없이 산림의 공익  가치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3.9%로 조사되어 부분의 문가들은 산림의 공익기능에 한 보상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었다. 한편 산림경  여부와 계없이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5%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4-14.  산림의 공익  가치 보상 상

구분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

산림경 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산림의 공익  가치 20 64.5

산림경 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공익 기능을 발휘하는 산림 6 19.4

산림경  여부와 계없이 보상할 필요가 없음 2 6.5

기타 3 9.7

합계 31 100.0

2.2.5. 법정제한림에 한 공익  가치 보상방안

  법정제한림으로 규제된 산림의 공익  가치 보상방안을 질문하 다. 규제된 산림

의 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45.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규제된 산림에서 직  경 하는 경우에만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38.7%로 나

타났다. 

표 4-15.  법정제한림에 한 공익  가치 보상방안

구분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

규제된 산림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공익  가치를 보상 14 45.2

규제된 산림이라도 산림을 직  경 하는 경우의 공익  
가치를 보상

12 38.7

규제된 산림이라도 직 경 하지 않는 사유림은 보상하지 
않는다

3 9.7

기타 2 6.5

합계 31 100.0

2.2.6. 산림의 공익  가치의 보상방식

  산림 공익  가치의 보상 방식은 리․ 탁경 자나 사업체에게 지불하여 리한

다는 의견이 5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산주개인에게 지불하여 직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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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견이 45.2%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마을)공동체에게 지불하여 공동 리한다는 

의견은 3.2%로 나타났다.

표 4-16.  산림 공익  가치의 보상방식

구분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

산주 개인에게 지불하여 직 리 14 45.2

산주와 계약에 의해 산림을 경 하는 리․ 탁경 자
나 사업체에게 지불하여 리

16 51.6

산주가 소속된 지역(마을)공동체에게 지불하여 공동 리 1 3.2

합계 31 100.0

2.2.7. 도덕  해이 방지방법

  산림의 공익  가치의 환원에 따른 도덕  해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이 4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력한 제재수단도입이 29.0%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강력한 제재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

으며 한 교육홍보도 강화하는 것이 도덕  해이를 방지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표 4-17.  도덕  해이 방지방법

구분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15 48.4

강력한 제재수단도입(벌과 , 환수 등) 9 29.0

교육홍보강화 3 9.7

기타 4 12.9

합계 31 100.0

2.2.8. 공익  가치 환원 상의 우선순 (사유림)

  사유림의 공익  가치 보상을 한 정책의 상임지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93.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생산임지를 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5%로 나타났다.

표 4-18.  사유림의 공익  가치 보상을 한 정책의 우선 상 임지

구분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

공익임지(법정보호림) 29 93.5

생산임지 2 6.5

보 임지 0 0.0

합계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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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공익  가치 환원의 우선 상 임지 선택 이유(사유림)

  공익임지를 상으로 사유림의 공익  가치 보상을 우선 실시해야 하는 이유로는 

정책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37.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정책의 효과성 

24.1%, 정책의 형평성 21.8% , 정책의 시행가능성 16.1%의 순이었다.

표 4-19.  우선 상 임지 선택 이유

구분 가 치

정책의 효율성(투입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기 때문) 37.9

정책의 효과성(산림의 공익 기능을 범 하게 유지) 24.1

정책의 시행가능성(정책이 쉽게 집행될 수 있기 때문) 16.1

정책의 형평성(정책효과가 련집단에 공정하게 배분) 21.8

합계 100.0

주: 가 치는 1순 에 2를 곱하고 2순 에 1을 곱하여 평균한 비율임.

2.2.10. 공익임지의 공익  가치 환원 상 우선순

  <표 3-18>의 공익임지(법정제한림) 가운데에서 우선 실시할 정책 상임지는 수원

함양보안림이 3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산지 용 제한지역 35.5%. 백두 간 

보호지역 27.7%로 나타났다. 

표 4-20.  공익임지(법정제한림) 가운데 정책의 우선 상 임지

구분 가 치

산지 용 제한지역 35.5

수원함양보안림 36.7

백두 간 보호지역 27.7

합계 100.0

주: 가 치는 1순 에 3을 곱하고 2순 에 2를 3순 에 1를 곱하여 평균한 비율임.

3. 의식조사 결과의 시사

  먼  산림의 공익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8%가 산림의 

공익  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응답하 다. 산림의 공익  기능이 재 발휘되는 정

도는 체로 정 으로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부정 인 의견도 공

익기능별로 차이는 있지만 11% ~ 32%가 된다. 따라서 산림의 공익 기능을 재보다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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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한 세 이나 기부 의 지불의사는 69.8%의 응답

자가 지불의사가 있었으며 세 이나 기부 을 이용한 산림환경보  로그램은 도입

에 해서는 59%의 응답자가 정 으로 평가하 다.

  “산림환경보  로그램” 도입에 한 응답자의 지불 의사액은 9,082원/가구/월이었

으며 기부 을 사용할 공익기능은 기정화 기능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가를 상으로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방법을 질문한 결과 행의 

보조 을 확 (22.6%)하는 정책보다는 공익  가치분을 환산하여 산주에게 환원

(54.8%)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었다. 

  산림의 공익  가치 증진을 한 경 방법에는 의체(51.8%)가 주축이 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을 해서는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시행 가능성

을 고려하여 공익임지(93.5%)를 우선 정책 상으로 설정하고 공익임지 가운데에서도 

수원함양보안림, 산지 용 제한지역, 백두 간 보호지역의 순으로 정책을 실시할 필

요가 있다.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상은 산림경 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산림(64.5%)을 

상으로 선정하며 보상 방식은 리나 탁경 자(51.6%)가 산주 개인(45.2)보다 높

게 조사되었다. 이는 산림의 유형에 따라서는 공익임지와 같이 부재산주나 소규모산

주가 련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재원은 산림환경세와 같은 목 세(58.1%)가 선호되고 있었으며 산주들의 도덕  해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48.4%)과 벌과 , 환수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수단(29.0%)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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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방안과 지원체계구축

1. 공익  가치 환원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1.1. 정책 의 목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방안의 주목 은 산림이 지닌 공익  가치의 유지 증진활

동인 산림 리 로그램을 수하는 산주에게 산림의 공익  혜택을 환원한다. 따라

서 산림의 공익  가치를 확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활동에 한 지원이다.

1.2. 공익  기능별  지원방안

  산림의 공익  기능 가운데 기정화기능, 생물다양성보 기능, 토사유출방지기능, 쾌

환경형성기능은 수혜 범 가 범 하기 때문에 수혜를 입는 군가를 공익  가치의 

혜택에서 배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기능에 해서는 공익  기능을 제공하는 사람이 혜

택을 받은 제공자수혜원칙(Provider Gets Principle)을 용하여 공 으로 부담한다(<표 3-3>).

  반면에 통문화유지기능, 수자원함양기능, 휴양보건기능은 수혜 범 가 비교  

소하기 때문에 입장료나 이용료 등의 방법으로 수혜를 입는 군가를 배제하기가 상

으로 쉬운 기능들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공익  가치의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

는 수익자부담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을 용한다. 

1.3. 상산림

  산림의 공익기능은 지역별, 기능별로 발휘하는 기능에 차이가 있지만 부분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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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서 공통 으로 발휘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원칙 으로 산림 체가 지원정책의 

상이라 할 수 있다.

  단 산림은 보 임지와 보 임지로 나뉘며 보 임지는 다시 공익임지와 생산임지

로 구분되어 경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산림이 존재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

원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우선순 를 선정하여 진 으로 확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 산림의 우선순 선정은 정책의 효율성(투입비용에 한 편익비율의 높음 정

도로써 비용 비 편익을 평가하는 항목), 효과성(산림의 공익  기능을 유지하는 범

가 범 하여 정책목표가 폭넓게 달성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형평성(정책효과

가 련 집단에 공정하게 배분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시행 가능성(정책참여에 

한 감시･인가 등의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을 고려하여 단

한다. 문가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상지역은 공익임

지를 우선 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다음에 생산임지로 확 할 필요가 있다. 

1.4. 지원방식과 지원 액

1.4.1. 지원방식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 인 투자와 고용이 요구되는 임업경 에 한 지원정책은 

“지속가능한 산림”을 목표로 의욕 있는 임업인의 경 을 장려하는 구조가 바람직하

다. 벌채하지 않아도 산림육성만으로도 미래를 기 할 수 있는 지속 인 조성제도로 

구조를 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업규제로 인하여 산림 리가 미흡한 산림의 공익 기능을 유지하고 기존 보조

제도의 높은 기회비용을 이기 해서는 산림의 공익  가치에 한 종래의 조림보

조  등과는 다른 새로운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 

  가칭 “지속가능한 산림 리와 경 인정제도”를 신설해서 장벌기화나 환경배려를 

포함한 최소한 지켜야 할 산림정비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는 시업계획이 있는 의욕 

있는 “인정사업체”에 해서 공익  가치를 환원한다. 인정사업체는 “지속 가능한 산

림 리”의 신청과 그 사용용도를 설명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1.4.2. 지원 액

  공익  가치 환원의 보상액은 산림육성비용이 큰 유령림, 령림과 리비용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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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는 장령림을 구별하고 산림의 내용, 규모  시업상황에 따라서 차별화한다.

1.5. 상호 수 ( cross- compliance)  로그 램의 강화

  공익  가치 환원방안은 특정 지원 로그램에 참가하는 의욕 있는 산주에게 시장

에서 거래되지 않는 산림의 공익  가치를 보상하는 제도로써 공익  가치를 증진시

키는 경 활동에 한 지원제도이다. 따라서 산주는 환경기 을 수할 의무가 있으

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수단들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한 시행된 보

상 로그램에 해서는 특정 지역 단 의 변화 실태를 검하고 감찰하는 모니터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발 인 정책 로그램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1.6. 재 원확 보

  재원이란 공익  가치를 내부화하기 재원으로 숲을 가꾸는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한 재원 는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한 사업비의 재원을 의미

한다.

  산림청의 일반재원( 산)은 매년 기획 산처 등과의 의를 통해 마련되므로 산림

청의 일반 산사업만으로는 지속 인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다양한 방안이 있지만 국민으로부터 새로운 재원(목

세)을 징수하는 것은 납세에 한 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  새로운 재원보

다는 기존의 재원 가운데 산림의 공익기능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우선 으로 입시키는 략이 필요하다. 

  먼  산림의 공익  기능의 환원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 해서는 재의 재원

황과 사용내역을 악하여 재원조성과 운 의 비합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산

림의 공익  기능과 직 으로 연 되어 조성된 세입규모를 악하는 것은 당해 재

원의 정 투자 규모액과 실제 투자액 산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 산림

의 공익기능 증진을 한 세출 규모를 악할 필요가 있다.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해서도 공익기능 증진을 한 ․장기 세출규모를 악할 

필요가 있으며 산림청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도 경제사업과 공익사업으로 재조정하여 

포 으로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을 한 특별회계법 는 기 을 제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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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산림의 공익  기능으로 조성되었으나 산림으로의 재투자가 미흡한 재원들의 

일부를 환원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기 의 근거가 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산지 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부록2>). 

  마지막으로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방안이 장기 으로 안정 으로 지속되기 

해서는 "수원함양세", "탄소세" 등의 목 세 형태의 세원을 발굴하거나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기 ”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을 한 실행방안

2.1.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의 단 계별  추진계획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방안은 산림자원을 리하기 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 로

그램이므로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단계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그림 5-1>).

  재 산림의 공익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제  

수단을 우선 으로 도입한다. 규제  수단의 상임지는 재원과 정책의 효율성, 효과

성, 형평성, 시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익임지의 사유림을 우선 상임지로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는 생산임지의 사유림으로 확  실시한다.

그림 5-1. 산림부문 공익  가치의 단계별 환원체계도 

20172016201520142013201220112010200920082007

규제적수단 (직접구입 또는 규제에 대한 보상)
대상임지 : 공익임지의 사유림

규제적수단
대상임지 : 생산임지의 사유림으로 확대

자율협정 도입 및 확대 (대상임지 : 전체 산림)

경제적수단 도입 및 확대 (대상임지 : 전체 산림)

(교토의정서 1차 의무 공약기간) (교토의정서 2차 의무 공약기간)

20172016201520142013201220112010200920082007

규제적수단 (직접구입 또는 규제에 대한 보상)
대상임지 : 공익임지의 사유림

규제적수단
대상임지 : 생산임지의 사유림으로 확대

자율협정 도입 및 확대 (대상임지 : 전체 산림)

경제적수단 도입 및 확대 (대상임지 : 전체 산림)

(교토의정서 1차 의무 공약기간) (교토의정서 2차 의무 공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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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교토의정서 2차 의무 공약기간인 2013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산림의 공익

 가치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14). 따라서 체 산림을 상으

로 이해 당사자들의 자율 정에 따른 환원방안과 경제  수단을 2년간(2011년~2012

년)의 비단계를 거쳐 동시에 확  실시한다. 

2.2. 공익임지에 한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방안

2.2.1. 공익임지의 공익  가치 환원을 한 단계별 추진 략

  공익임지의 공익  가치를 환원하기 한 규제  수단은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단계 으로 추진한다(<그림 5-2>).

제 1단계: 비단계

(2007-2008)

제 2단계: 실행단계

(2009-2010)

제 3단계: 정착단계

(2011-2012)

‧산림 리효과 해명

‧통계자료정비

‧사업시행지침작성

‧홍보  교육

‧시범사업 시행

‧모니터링 제도구축

‧정책효과 간평가

‧ 로그램 보완․수정

‧정책효과 최종평가

 -환원방안 총 평가

‧공익  가치 환원제도 

 정착  확 실시

정
책
추
진
정
도

기간

그림 5-2.  공익임지의 공익  가치 환원 단계별 추진계획 

14)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05년 2월 16일 러시아의 비

으로 공식 으로 발효되었다. 한국은 재 교토의정서상에 개도국(non-Annex I) 지 확보로 

제1차 공약기간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지만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한 국제 인 공조

체제 구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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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는 비단계(2007~2008)로 산림 리에 따른 공익  가치의 증진효과를 과학

으로 해명하고 련 통계 D/B를 구축한다. 한 산림이 지닌 공익  가치의 유지 증

진을 한 산림 리 로그램과 같은 사업운  세부지침 작성 등의 사 비 사항을 

완료하며 정책담당자(지방정부)와 정책 상자(산주, 산림조합 등)를 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2단계는 실행단계(2009~2010)로 시범사업의 시행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 정책효과의 간평가를 실시하여 시범사업 로그램의 보

완  수정을 실시한다.

  3단계는 정착단계(2011~2012)로 시범사업에 한 총 평가  보완작업을 거쳐 산

림의 공익  가치 환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생산임지의 사유림으로 확  실시한다.

2.2.2. 공익임지(법정제한림)의 황과 실태

가. 법정제한림의 개요

  법정제한림은 산지가 개별 법상 특정목 의 보 산지로 지정되어 임목의 벌채  

산지 용 등에 제한을 받게 되는 산림을 의미하며 산지 리법상의 공익용 산지, 산림

자원 조성  리에 한 법률의 보안림, 백두 간보호에 한 법률의 백두 간보호

지역 등을 포함한다.

  공익용 산지는 산지 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에 의거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 ·자연경 보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의미한다.

이들 법정제한림은 개별법에 의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산림면 은 정확하게 추정하

기는 어려우나 시업제한지역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법정 제한림의 면 은 1,390천㏊

에 달한다. 이를 소유별 구분하면 국유림이 372천㏊(26.8%), 공유림(도유림, 군유림 포

함)이 104천㏊(7.4%), 사유림이 914천㏊(65.8%)로 법정제한림의 부분이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지역으로 선정된 산지 리법상의 산지 용제한지역, 산림자원 조

성  리에 한 법률상의 수원함양보안림, 백두 간보호에 한 법률상의 백두

간보호지역 등에 해 언 하기로 한다.

나. 수 원함양보 안림

  수원함양보안림 지정의 법  근거는 산림자원조성  리에 한 법률 제43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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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림의 지정), 제44조(보안림 지정의 고시 등), 제45조(보안림의 리 등), 제46조(보안

림의 지정해제)이다.

  수원함양보안림은 수원함양을 목 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다음 3가지 종류로 구분

된다. 즉 제1종 수원함양림은 하류의 농업용수․발 용수․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

수의 수량확보에 필요한 산림(만수 로부터 1천m이내 분수령 경계), 제2종 수원함

양림은 상류 수원지 로서 한․수해에 큰 향을 다고 인정되는 산림, 계곡의 경사

가 한 산림 는 자연환경조건으로 인하여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1단지 50㏊이상)이다. 제3종 수원함양림은 상수원수질 리를 해 필요

한 지역으로서 다음 수계의 양안 5㎞이내에 있는 국유림 는 공유림이며

  (1) 한강수계-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그에 속하는 제1지류,

  (2) 강수계- 청호 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강본류  그에 속하는 제1지류,

  (3) 낙동강수계: 낙동강 본류, 내성천, 강, 병성천, 계천, 천, 감천, 호강, 회천, 

남강, 양천, 말양강, 양산천, 서낙동강  그에 속하는 제1지류,

  (4) 산강․섬진강 수계: 주앙호․상사호․동복호 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그에 속하는 제1지류이다.

  수원함양보안림내에서의 법  제한으로서는 시․도지사, 지방산림 리청장의 허가

를 받지 않으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통령

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 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 권의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손실에 한 보상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

의 소유자가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 으로 

받게 될 손실을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한 보안림의 지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의 범 내에서 

산림을 매수하거나 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격산정은 “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의 규정을 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령상으로는 손실보상과 매수 는 교환을 통하여 해당 사유지에 한 보상을 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이나 토지 가격의 실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제 로 실

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수원함양보안림내의 산주들은 경 권의 제약을 받게 되므로 수원함양 기

능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극 인 산

림시업을 하는 산주들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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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소유별 종류별 수원함양림 지정 황
단 : ha

구         분 합   계 제1종 제2종 제3종

합         계 306,647 135,669 15,711 155,267

시․도(공․사유림) 178,789 128,175 14,683  35,931

국    유    림 127,858   7,494  1,028 119,336

  주: 2005년 도말 수원함양림지정 황자료이며, 제3종 수원함양림면 은 사유림을 제외한 공유림만

의 면 을 나타냄

자료: 산림청 산림환경보호  내부자료(2006)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황을 보면 수원함양림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제1종, 

제2종, 제3종 수원함양림으로 구분되며 제1종과 제2종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을 지

정 상으로 하고 제3종은 국유림과 공유림만을 지정 상으로 하고 있다. 2005년도 말 

재 수원함양림의 총면 은 306,647㏊이며 이 가운데 제1종 수원함양림이 135,669㏊, 

제2종이 15,711㏊, 제3종이 155,267㏊인 것으로 나타나 제3종 수원함양림의 면 이 가

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소유별로는 공․사유림이 체 수원함양림면 의 58.3%인 

178,789㏊, 국유림이 41.7%인 127,858㏊이다.

다. 산지 용제한지역

  산지 용제한지역의 지정에 한 법  근거는 산지 리법 제9조(산지 용제한지역

의 지정), 제10조(산지 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  제한), 제11조(산지 용제한지역지

정의 해제)이다. 지정 목 은 공공의 이익증진을 하여 보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산지로서 다음 3가지로 구분 된다15).

  즉 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산 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   산림생태계 보 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유 지 그 밖에 역사  문화 으로 보

의 가치가 있는 산지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

되는 산지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산지이다.

  산지 용제한지역내에서의 법  제한사항으로서는 국방․군사시설, 국토보 시설, 

공공용 시설,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   증식을 한 시설, 임업연구시설, 문화재 

 통사찰과 련된 시설, 신․재생에 지 이용․보 을 한 시설, 물의 탐사․

시추시설 등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설치16)를 제외하고는 산지 용제한지역안

15) 3가지로 구분된 산지의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내용에 해서는 산지 리법 시행령 제8조(산

지 용제한지역의 지정 상 산지)를 참조하기 바람

16) 산지 리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산지 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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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행 는 제한된다. 

  산지 용제한지역 안에서는 산지의 타용도 용행 는 제한을 받게 되며 임업경

활동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손실보상에 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필

요한 경우 매수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즉 국가 는 지방자치단

체는 산지 용제한지역의 지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 소유자와 

의하여 산지 용제한지역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매수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감정평가에 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토지의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기 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인근지

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 으로 매수할 

수 있다.

  산지 용제한지역의 지정 황을 보면 산지 용제한지역은 명승지, 유 지, 휴양지, 

유원지, 주요하천   주변, 백두 간 마루  주변, 철새도래지, 비지정 지, 기

타 국도, 고속도로 등 경 보 지역으로 구분된다. 총 필지수는 5,349개, 면 은 

59,692㏊이며 이 가운데 시․도가 필지수의 경우 90%인 4,830개, 면 은 10.4%인 

6,231㏊, 국유림은 필지수가 10%에 불과하나 면 은 89.6%인 53,461㏊인 것으로 나타

났다(<표 5-2>).

표 5-2.  산지 용제한지역 황
단 : %, ㏊

구   분 합  계 시․도 국유림

합  계
필   지  5,349(100.0) 4,830( 90.0)   519( 10.0)

면   59,692(100.0) 6,231( 10.4) 53,461( 89.6)

명승지유 지
휴양지유원지

필   지  1,514(100.0) 1,503( 99.3)    11(  0.7)

면    2,498(100.0) 2,099( 84.0)   399( 16.0)

주요하천 
  주   변

필   지   128(100.0)  124( 96.9)    4(  3.1)

면     249(100.0)  246( 98.8)    3(  1.2)

백 두  간
마루  주변

필   지   471(100.0) -   471(100.0)

면   52,286(100.0) - 52,286(100.0)

철새도래지
비지정 지

필   지    31(100.0)   31(100.0) -

면      41(100.0)   41(100.0) -

기타국도 
고속도로등 

경 보

필   지  3,205(100.0) 3,172( 99.0)   33(  1.0)

면    4,618(100.0) 3,845( 83.3)  773( 16.7)

  주: 호 안의 수치는 비율을 의미하며, 시․도의 경우 공유림과 사유림의 면 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나 부분이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산림청 산지정책  내부자료(2006)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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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의 경우 필지수는 많으나 실제 제한면 은 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명승지, 유 지, 휴양지, 유원지  기타 국도, 고속도로 등 경 보 지역에 치하고 

있다. 국유림의 경우 필지수는 으나 실제 제한면 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백두 간 마루  주변에 제한지역이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산지 용제한지역의 경우 산주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창출하기 해 산지의 

타용도 용을 하고자 하는 행 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산지의 보 과 함께 임업  

소득창출을 지원하기 한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라. 백두 간보 호지역

  백두 간보호지역지정의 법  근거는 백두 간보호에 한 법률 제6조(백두 간보

호지역의 지정), 제7조(백두 간보호지역에서의 행  제한),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

제)이다. 지정 목 은 백두 간에 한 무분별한 개발행 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

서 국토를 건 하게 보 하고 쾌 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해서이며17) 다음과 같

이 두 가지로 구역으로 구분된다. 즉 ①핵심구역: 백두 간의 능선을 심으로 일정

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②완충구역: 핵심구역의 연 지역으로서 핵

심구역의 보호 상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된다.

  백두 간보호지역내에서의 법  제한행 는18)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 해 각각 

제한된다. 핵심구역의 경우 국방․군사시설, 도로․하천․철도 등 공공용 시설, 생태

통로를 포함한 각종 자연환경보 을 한 시설,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   증식

과 임업연구시설, 문화재  통사찰의 복원․보수․이   그 보 리를 해 

련된 시설, 신․재생에 지 이용․보 을 한 시설, 산의 시설기 ․개발면 의 

제한, 훼손지 복구 등, 농가주책,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계되는 시설 

등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설치  상술한 시설을 설치하기 한 진입로, 장

사무소 등 부 시설의 설치를 제외하고는 행 는 제한된다.

  완충구역의 경우는 상술한 시설물의 설치,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 

임도․산림경 리사(산림경 리사) 등 산림경 과 련된 시설, 교육․연구  

기술 개발과 련된 시설, 농림어업인의 주택  종교시설의 증축 는 개축, 력․

17) 백두 간보호에 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백두 간”이라 함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 기를 말하며, “백두

간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 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함

18) 상세한 내용은 백두 간보호에 한 법률 제7조(보호지역안에서의 행  제한)  시행령 제

8조(핵심구역안에서의 허용행 )  제9조(완충구역안에서의 허용행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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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는 가스의 공 시설, 계법령에 의해 인가․허가를 받은 도별 개발면 안에

서의 석회석 노천채 , 홍보․교육시설, 개인묘지․개인 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단, 

산지 리법에 의한 산지 외의 토지에 한함) 등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설치  

상술한 시설설치를 한 진입로, 장사무소 등 부 시설의 설치를 제외하고는 제한

된다.

  백두 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발생하게 될 손실보상19)에 해서는 백두

간의 생태계․자연경 의 보  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하여 벌채하지 아니한 

자 등 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 소득감소분의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한 매수  교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

간보호지역의 지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 소유자와 의하여 

보호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

나 보호지역의 효율 인 보호․ 리를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지역 밖

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토지매수의 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

12조 는 “지방재정법” 77조의 규정을 용하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에 의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백두 간보호지역내 산림에 해서는 완충구역과 핵심구

역으로 구분하여 리하되 어느 정도 산지이용  제약에 따른 보상 등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산주들에게 한 향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백두 간보호지역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에 해서는 백두 간보

호에 한 법률의 제정 목 20)과 부합되게 무분별한 개발행 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

지하여 건 하게 보 하고 쾌 한 자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을 체계  계획

으로 보호하고 리함으로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제

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19) 상세한 내용은 백두 간보호에 한 법률 제11조의 2(주민지원사업)  시행령 제11조의 4

(소득감소분의 지원기 ), 제11조의 5(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  지 차)를 참조

20) 백두 간보호에 한 법률(2005.5.31) 제1조(목 )는 “백두 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 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 하게 보 하고 쾌 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 ”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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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백두 간보호지역 지정 황

구    분 필지수 면 (㏊) 구성비(% )

합    계 7,306 263,427 100.0

국 유 지 2,249 208,984  79.3

공 유 지  506  19,905   7.6

사 유 지 4,551  34,538  13.1

자료: 산림청 백두 간보  내부자료(2006)

  백두 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은 총 7,308필지에 263,427㏊로서 이 가운데 국

유지가 208,984㏊로서 79.3%, 공유지가 19,905㏊로서 7.6%, 그리고 사유지가 34,538㏊

로서 13.1%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 공익임지별 환원제도

가. 수 원함양림보  지원제도의 도입

￮ 목  : 수원함양보안림 등 수계 주변 산림에 한 리  산주 등의 산림경  활

동에 한 지원을 강화

￮ 상산림: 

  - 수원함양보안림(31만ha)  5 강 유역의 1․2종 사유림에 해 우선 용하고 

상지역의 범 를 3종까지 확

￮ 상자:

  - 일정규모의 지역산림을 리하는 리자이어야 하므로 개별 산주가 아닌 산림 련 

법인체가 상이 됨

단, 산림 련 법인체는 반드시 산주와의 탁 는 리 경 을 한 계약 는 정

을 체결하여야 함

￮ 상행 : 

  - 수원함양보안림기능증진을 한 리계획 수립

  - 복층림ㆍ혼효림 조성  하층식생 발달 진 등 건 한 생태계 유도를 한 수원함양

기능증진 로그램에 의한 산림시업

￮ 시행체계:

  - 산림청 : 시․도의 지원  확인  심사, 교부

  - 시․도 : 지원  신청  확보 등의 원활한 추진을 한 업무 실행

  - 시․군 : 산주와의 개발권 는 임차 정 체결, 지원  교부, 기술지원, 교육 등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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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공사 등 계기 과 공동실행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킹 강화

￮ 지원 액결정방법: 

  - 리계획 수립과 수원함양기능증진을 한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경 에 소

요되는 비용 국고지원

나. 산림경 보 개발 권 인수 제도의 도입

￮ 목 : 도시근교의 산지 용제한지역과 같이 개발수요가 높으면서도 역사  문화  

가치 등을 포함해 각종 산림 서비스제공을 해 보 이 필요한 산림을 보

목 의 용도구역으로 지정하여 산주에게서 개발권을 구매하여 타 용도로 

용되는 것을 방지

￮ 상산림: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리지역안의 산지

￮ 상자: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리지역안의 산지를 소유한 산주

￮ 상행 : 

  - 타용도로 용을 막기 해 개발권을 국가나 지자체가 구매하거나 임차

  - 해당 산림에서 목재 생산,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등 복합경 을 포함해 한정된 

범  안에서 각종 산림경 을 허용

￮ 시행체계:

  - 산림청 : 시․도의 지원  확인  심사, 교부

  - 시․도 : 지원  신청  확보 등의 원활한 추진을 한 업무 실행

  - 시․군 : 산주와의 개발권 는 임차 정 체결, 지원  교부, 기술지원, 교육 등 

실행

￮ 지원 액 결정방법:

  - 산림경 보 계획에 의거 개발권 구매비용의 70%는 국가 지원, 나머지 30%는 지

자체에서 자체부담(미국의 경우 구매비용의 75%까지 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 정부, 지역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매칭펀드로 자 을 조성하여 제공)

  - 과세표 액을 기 으로 하여 평균 임차료를 산출하여 지원(일본의 경우 산림, 원

야의 과세액으로 시산할 경우 1㎡당 연 10엔 정도이며, 1㏊당 12천엔이 교부)하되 

상한을 설정하여 운 (일본은 최고한도액이 600천엔)

  - 임업경 활동에 해서는 행 보조 제도 활용

다. 산림환경 보  지원제도의 도입

￮ 목  : 백두 간보호지역 등 법정제한지역에 있어서 산림의 공익 기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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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기 해 기에 한 산림시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에 필

요한 산림 황조사, 경계측량, 작업로 정비 등 지역 산림정비활동을 진하

고자 한다.

￮ 상산림 : 시․군에서 인정한 산림시업계획 상 산림(10㏊를 1개 단지)

￮ 상자 : 산림시업계획을 작성한 주체(독림가, 임업후계자, 임업사업체, 산림조합 

등을 포함)  단, 다수가 공동으로 산림시업계획을 책정한 경우에는 정

상에 표자가 됨

￮ 상 행  :

  - 시․군과 교부 상자(산주) 사이에 체결한 정을 근거로 산림정비에 필요한 

황조사, 사업구역의 명확화(경계측량), 작업도의 정비 등 산림정비 활동

  - 단 교부 상자는 이들 사업 가운데 1가지 이상을 사업 기간에 매년 실시

￮ 시행체계 : 

  - 산림청 : 시․도의 교부  확인  심사, 교부

  - 시․도 : 교부 의 교부 등의 원활한 추진을 한 업무 실행

  - 시․군 : 산주와의 정 체결, 교부  교부, 정비활동실행 보고 등 업무 실행

￮ 지원 액 결정 방법 :

  - 지원 액은 지원이 합한 산림에 ㏊당 일정액(일본의 경우 10,000엔)을 곱하여 

결정

     ․M = (10㏊ × C)/AR/Y

M:연간 ㏊당 지원 액, C: 평균 ㏊당 산림정비활동비용, AR: 30년생 이하 간

벌 상 인공림 평균면 , Y: 계획기간(5년 는 10년)

  - 지원 상에 합한 산림 조건으로서는

     ․30년생 이하의 간벌 상 인공림

     ․31～45년생 이하의 인공림은 시․군 산림시업계획에서 정한 공익 임지내에

(상수원 보호림, 경 보 림 등) 산림이 치해야 함

     ․천연림 보육 상 임지

  - 국고 50%, 지방비 50%(시․도: 25%, 시․군: 25%)

2.2.4. 지원체계 구축을 한 과제

가. 련 법령체계 구축

  산림이 가지는 공익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근거를 마련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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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산림기본법에 “산림의 공익 기능의 유

지  증진을 해 필요한 산림사업  그 지역 임업활동을 확보하기 해 국가가 

직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련법의 개정과 함께 수원함양림보 지원제도, 산림경 보  개발권구매제도  

산림환경보 지원제도의 운 과 련하여 운 지침 는 련 규정을 훈령 는 

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운 과 련해서는 각 제도의 지원 상, 범 , 방식 등을 

포함하는 사업운  로그램, 모니터링, 상호 수 로그램, 정 반 련 사항 등 

세부 인 내용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재 원마련체계 구축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을 한 근거규정을 『산림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마련하

면서 일반 산을 편성․확보한 다음 부족분에 해 산림청 소  재원 를 들어 체

산림자원조성비(약 800억원), 녹색자 (약 250억원) 등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5 강 특별법에 의한 수계 리기 , 에 지  자원사업특별회계 부과 , 개발

제한구역훼손부담  등 산림의 공익  기능으로 조성되었으나 산림으로의 재투자가 미

흡한 재원들의 일부를 환원하여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21). 

즉 상술한 재원들의 5～10%를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에 의한 ‘녹색

자 ’으로 입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추진한다. 이 경우 ‘녹색자 ’에 산림의 공익

 가치환원과 련된 별도계정을 신설한다.

  장기 으로는 ‘수원함양세’, ‘탄소세’ 등 목 세 형태의 세원을 발굴하여 ‘수원함양

세’는 수계 리기 에 별도 계정화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산림계정을 

별도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해 환경세(탄소세)

를 시행할 계획이며 한 가나가와 에서는 자연보호장려 제도, 수원림 조성사업 

등을 그리고 고치 에서는 산림환경세를 독자 으로 마련하여 산림환경의 보 을 목

으로 산림의 정비ㆍ보 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뉴욕 주의 경우 상수원 유

역 주변의 산림 리비를 수도요 에 반 하고 있으며 수원함양림의 타용도 환을 

막기 해 보조  지   재산세 감면, 상수원유역 산림의 수혜자인 뉴욕시가 해당 

산림을 매입하여 리하고 있다.

21) ’04년의 경우 수계 리기 은 5,097억원이나 ‘03∼’05까지 산림투자는 632백만원(2개군, 

12ha)에 불과해 환경부 등 계부처와 의하여 계정 마련을 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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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제개선  추진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상은 산림경 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산림이 우선

인 상이나 산림의 유형에 따라서는 공익임지와 같이 부재산주나 소규모산주가 소

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산주들은 공익임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

권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산림을 방치하고 있고 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의 극 인 참여 없이는 정책의 성공을 기 하기 어렵다. 특히 

산림의 공익  가치를 유지․증진시키기 해서는 장벌기정책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

는 몇 세 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된다. 산림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속 가능한 장벌기 산림경  시스템이 안정화되도록 유도하기 해서는 이들 산주

들에 해 재산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에 해 감면혜

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2.2.5. 공익임지(법정제한림) 시범사업 도입방안

  산림의 공익  가치를 환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기 해서는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시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상범 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문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 연구에서는 공익임지를 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으로써 수

원함양림보 지원제도, 산림경 보 개발권인수제도, 산림환경보 지원제도를 제시

하 다. 이들 제도의 상면 , 유사정책 실시유무, 거래비용, 보상규제는 <표 5-4>와 

같다. 

  <표 5-4>에서 상면 은 수원함양림보 지원제도가 가장 많은 면 이 상지역이

며 산림경 보 개발권인수제도가 가장 은 면 이다. 산림환경보 지원제도가 실

시되는 상지역은 유사정책(백두 간 소득감소분 지원)이 실시될 정이다. 산림경

보 개발권인수제도가 실시되는 상지역은 상범 가 다양하고 넓게 분산되어 

있어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된다. 보상규제는 수원함양림보 지원제도의 상지역에

서 경 권이 제한되고 있다.  

  정책의 복성을 회피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며 정책의 형평성, 효과성을 고려

할 때 시범사업은 수원함양림보 지원제도가 우선 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시행가능성 측면에서 산을 감안하여 상면 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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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법정제한림 지원제도 비교

구    분
수원함양림보

지원제도

산림경 보

개발권인수제도

산림환경보

지원제도

상지역 1․2종 사유림

국토계획법상의 

도시지역  

리지역안의 산지

백두 간 보호지역 

가운데 사유림

유사정책 실시유무 없음 없음 있음

거래비용 보통 많음 보통

보상규제 경 권제한 경 권 미제한 경 권 미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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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결론

  산림은 목재 생산이라는 본원 인 기능이외에도 기정화 기능, 수원함양기능, 보

건  휴양기능과 같은 공익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  기능은 공공재

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되지 않으며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사회 으로 필요한 수 보다 게 생산됨으로써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산림

을 히 리하여 산림의 공익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해서는 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지속 인 산림에의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을 한 이론과 특징을 정리하고 이들 가치를 

산주에게 돌려주는 방안은 무엇이며 련 정책을 어떠한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

직한지와 이를 실화하기 하여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연구 목 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을 한 이론과 특징을 정리하고 산림의 공

익  가치 평가 방법과 환원의 이론  근거를 제시하 다. 한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 다.

  산림의 공익  기능은 수자원 함양 기능, 토사유출방지 기능, 기정화 기능, 휴

양․보건 기능, 생물 다양성기능, 쾌 환경형성기능, 통문화 유지 기능이 있으며 이

에 한 기 는 각국의 다양한 자연 , 사회․문화   경제  여건의 차이로 인하

여 상이하다. 산림이 지닌 공익  기능은 국가나 지역별로 여러 조건에 따라서 그 가

치가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외부성과 공공재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자유로운 시

장 활동을 통한 최 의 자원 배분이 어렵다는 을 검토하 다. 따라서 사회 으로 

최 인 수 까지 산림 리를 유도하기 해서는 산림자원 리에 하여 환경보조

을 지불하는 것이 사회 순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을 검토하 다. 

  산림경 의 실태와 문제 에서는 국내 임업이 유령림 주의 산림생산구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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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세성, 농산 지역의 고령화와 부녀화, 부재산주의 증가, 규제 주의 산림정

책 등으로 인하여 채산성이 악화되어 침체 상태에 있으며 WTO 체제하에서 무역자유

화 강화로 국내 임업의 어려움은 가 되고 있다는 을 지 하 다. 한 기존의 임

업보조 제도는 사업별로 보조 이 운용되므로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생

산임지 는 경제림단지를 우선 상으로 선정하고 있어 시업제한지 는 공익임지의 

사유림이 황폐화하고 있다는 을 기 하 다. 따라서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제도

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지원정책, 산림의 공익기능 증 를 한 SFM

에 한 소득보상,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공공정책의 

하나임을 지 하 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의 공익  가치 환원 사례  시사 을 정리하 다. 

  국내사례에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축산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

보  직불제,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불제, 생물 다양성 리계약을 검토하 으며 

부분의 국내사례는 시행연도와 산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익  가치를 유지 보

한다는 목 이 있으며 공익기능 직 지불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상호 수 로그램

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국외사례에서는 일본, 독일, 미국의 사례를 상으로 환원정책들을 비교하 으며 

사례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 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제도의 도입목 은 산림 환경의 보 에 따른 공익  가치의 증진에 있다. 둘째 공익

 가치를 보 하기 하여 산림보 활동을 지원 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셋째 지원 

상자는 산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지원 상이 되는 경

우도 있다. 넷째 지원내용은 제도별로 상이하지만 산주와 앙정부  지방정부의 역

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계약이나 정에 따른 상호 수 로그램이 실시

되고 있다.

  국내․외의 공익  가치 환원 사례에서의 시사 은 첫째 지원․규제․보상의 

한 정책결합에 의한 공익  가치 환원, 둘째 상호 수 로그램과 제재수단 도입, 

셋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넷째 산림과 련한 이해 당사자(정부, 지자체, 산주 등)

의 역할 분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에 한 의사조사를 바탕으로 산림의 공익  

가치를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 다.

  산림의 공익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조사한 결과 부분의 응답자가 산림의 공익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 산림의 공익  기능이 재 발휘되는 정도는 체로 

정 으로 응답하 지만 부정 인 의견도 공익기능별로 차이는 있지만 11% ~ 3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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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산림의 공익 기능을 재보다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산림의 공익기

능 유지․증진을 한 세 이나 기부 의 지불의사는 69.8%의 응답자가 지불의사가 

있었으며 세 이나 기부 을 이용한 산림환경보  로그램은 도입에 해서는 59%

의 응답자가 정 으로 평가하 다. “산림환경보  로그램” 도입에 한 응답자의 

지불 의사액은 9,082원/가구/월이었으며 기부 을 사용할 공익기능은 기정화 기능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가를 상으로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방법을 질문한 결과 행의 

보조  확 정책보다는 공익  가치를 환산하여 산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었다. 산림의 공익  가치 증진을 한 경 방법에는 의체가 주축이 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을 해서는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시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익임지를 우선 정책 상으로 설정하고 공익임지 

가운데에서도 수원함양보안림, 산지 용 제한지역, 백두 간 보호지역의 순으로 정책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상은 산림경 이 지속 으로 이루

어지는 산림을 상으로 선정하며 보상 방식은 리나 탁경 자가 산주 개인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산림의 유형에 따라서는 공익임지와 같이 부재산

주나 소규모산주가 련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결과라고 사료된

다. 재원 마련은 산림환경세와 같은 목 세가 선호되고 있었으며 산주들의 도덕  해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벌과 , 환수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수단

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방안과 지원체계를 제시하 다.

  공익  가치 환원제도의 목 은 산림이 지닌 공익  가치의 유지․증진활동인 산

림 리 로그램을 수하는 산주에게 산림의 공익  혜택을 환원하는 제도이다. 따

라서 원칙 으로 산림 체가 지원 상이 되지만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시

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공익임지를 우선순 를 선정한 후에 생산임지로 진 으로 

확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원 방식은 가칭 “지속 가능한 산림 리와 경

인정제도”를 신설하여 산림정비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는 시업계획이 있는 의욕있

는 “인증사업체”에 하여 공익  가치를 환원한다. 공익  가치 환원의 보상액은 산

림육성비용이 큰 유령림, 령림과 리비용만 소요되는 장령림을 구별하고 산림의 

내용, 규모  시업상황에 따라서 차별화한다. 이와 더불어 도덕  해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벌과 , 환수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수단을 병

행하여 실시한다. 재원은 일반재원으로는 사업의 안정 인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하며 기존의 재원 가운데 산림의 공익기능에 투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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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면 히 검토하여 입을 마련하는 략이 우선 필요하다. 

공익임지에 한 구체 인 지원체계로써는 수원함양림 보 지원제도, 산림경 보  

개발권 인수제도, 산림환경보  지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 다.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방안은 장단기 인 략개발과 실행 로그램의 지속

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 ․법 인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고의사결정자의 

극 인 심과 실천의지가 필수 이며 한 이해 당사자의 한 역할 분담이 이

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행된 략 로그램에 해서는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피

드백이 이루어질 때 보다 발 인 정책 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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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1

산림의 공익  기능에 한 도입 가능한 지원제도

정책명 정책내용

① 산림경 보  

   개발권 인수제도

개발수요가 높지만 역사  문화  가치 등을 포함해 각종 산

림 서비스제공을 목 으로 산주에게서 개발권을 구매하여 타용

도로 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② 수원함양

   보 제도

수질개선  수원함양증진을 하여 친환경산림을 시업하는 산

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③ 산림환경

   보 제도

산림환경보 로그램에 의해 산림을 가꾸는 산림 소유자를 

상으로 일정 액을 지불하는 제도

④ 이산화탄소 흡수원  

   크 지트화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계산해서 지속 가능한 경 을 실시하는 

경 체에게 가로서 환원하는 제도

⑤ 산림재생 펀드

시업이 방치된 산림을 모아서 그 자산에 상당한 양을 펀드화

하고 사회공헌, 환경공헌에 심이 높은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매하는 제도

⑥ 산지향상 로그램
산주가 임업을 장기 으로 경 할 수 있도록 경제 , 기술 , 

교육 인 지원을 행하는 제도

⑦ 토양보 로그램
침식되기 쉽고 환경 으로 민감한 한계농지에 해 농작물을 

제거하고 나무를 심는 경우에 지 를 지불하는 제도

⑧ 습지보 로그램
습지를 복원 는 보 함으로써 토지의 환경  요소를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⑨ 야생동물서식지 

   개선 로그램

고지 , 습지, 하천, 수  등 야생동물 서식지를 조성하거나 개

선하는 경우에 련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⑩ 산림생태보

   약제도

산림유 자원보호림 등을 상으로 산림이 지닌 유 자원을 유

지하기 하여 약에 의해 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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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2

투자 재원 확보 가능 분야

1. 특별회계

회계명 산림 련 재원
’06 산

(억원)

농어

구조개선

o 산지 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체산림자원조성비

o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3,718

환경개선

o 자연환경보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 력

o 야생 동ㆍ식물보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o 기환경보 법 제19조, 수질환경보 법 제41조  오수ㆍ분뇨

  축산폐수의처리에 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 ㆍ가산

o 낙동강수계물 리 주민지원등에 한법률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 과부과 ㆍ가산 ㆍ과징  

o 강수계물 리 주민지원등에 한법률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 과부과 ㆍ가산 ㆍ과징 , 

o 산강ㆍ섬진강수계물 리 주민지원등에 한법률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 과부과 ㆍ가산 ㆍ과징  

o 환경 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 개선부담 ,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

26,326

에 지  

자원사업

o 석유 석유 체연료사업법 제1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  

o 석유 석유 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   가산

o 석탄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   가산

o 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   가산

o「 산피해의 방지  복구에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해방지사업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

30,072

국가균형발

o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과 부담

o 개발이익환수에 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

o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리에 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

o 자동차교통 리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입되는 입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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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자

기 ․자 명 재원
’06계획 (억원)

수입 지출

계 9건 21,279 21,279

강수계기 물이용부담   가산   829   829

낙동강수계 리기 〃  1,560  1,560

산강․섬진강수계
리기

〃   482   482

한강수계 리기 물이용부담  3,555  3,555

녹색자 복권 매수익  1,350  1,350

진흥개발기 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4,659  4,659

3. 부담   련법

부담 명 련법
’04 징수액

(백만원)

 o 배출부과 기환경보 법 제19조(환경개선특별회계 재원)   6,655

 o 수질개선부담 먹는물 리법 제28조(환경개선특별회계 재원)  14,638

 o 배출부과 수질환경보 법 제19조(환경개선특별회계 재원)   6,274

 o 배출부과
오수․분뇨  축산 폐수처리에 한 법률 
제29조(환경개선특별회계 재원)

   192

 o 생태계보 력
자연환경보 법 제49조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원)

 34,629

 o 물이용부담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 제19조(기 재원)

283,732

 o 환경개선부담
환경 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원)

524,725

 o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

환경 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원)

 19,635

 o 의기 과 부담 환경․교통․재해 등에 한 향평가 법 제33조    288

 o 물이용부담
강수계물 리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 

제30조(기  재원)
 52,457

 o 물이용부담
낙동강수계물 리  주민지원등에 한 법률 
제32조(기  재원)

130,215

 o 물이용부담
산강․섬진강수계물 리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기  재원)
 43,274

 o 체조림비  분할
   납부이행보증

산지 리법 제19조(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  8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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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담  세부 운  황

       단 : 백만원

부담 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 부과주체 부과 상

징수액

(’04년)

특정물질 제조업자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

(1991년)

오 존 층 보 호 를 

한 특정 물

질의 제조규제 

등에 한 법

률 제23조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물질 인 오

존층 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

고, 체물질 로의 환 진을 

한 체물질의 개발, 오존층 

괴물질의 배출억제  사용합리

화 등의 효율  추진 

산업

자원부

오존층 괴물질

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1,116

배출부과

( 기환경보 법)

(1983년)

기환경

보 법

제19조

기오염물질로 인한 국민건

강․재산  생태계의 피해를 방

지 는 감소시키기 함

지방자치

단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6,655

수질개선부담

(1995년)

먹 는 물 리 법 

제28조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

시․도

지사

먹는샘물

제조․수입업자
14,638

배출부과

(수질환경보 법)

(1983년)

수 질 환 경 보

법 제19조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

상의 피해를 방지 는 감소하기 

함

지방환경

리청  

시․도

기 이상 오염

물질 배출자  6,274

배출부과

(오수․분뇨  축산 

폐수의 처리에 한 

법률)

(1991년)

오수․분뇨 

축산 폐수처리

에 한 법률 

제29조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정처리 유도  수

질오염 방

시․도

(시‧군‧구)

허가 상 축산업

자

  192

생태계보 력

(2001년)

자 연환 경 보

법 제49조

생태계훼손의 최소화를 유도하

고 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보

을 한 재원 마련

지방환경

리청

개발사업을 시행

하는 사업자 34,629

물이용 부담     

(한강수계) 

(1999년)

한 강 수 계 상 수

원 수질개선

주 민 지 원 

등에  한 법

률 제19조

한강수계 상수원지역 수질 개선

사업  주민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한 재원확보

시․군 수

도사업자

수도사업자에 의

해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  는 정수

하여 공  받는 

최종 수요자

283,732

환경개선부담

(1992년)

환경 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환경 개선을 한 책을 종합

․체계 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 으로 조

달하여 환경 개선 진

시․군․구 법에 의거한 시

설 소유자 자

동차 소유자
524,725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

(1987년)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13조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환경시설

리공사

원인자

 19,635

의기 과부담

(1997년)

환경․교통․

재 해 등 에 한

향평가법 

제33조

의기 을 과하여 운 하는 

시설의 운 자에게 부담 을 부

과하여 환경 향평가 의 내용

의 이행을 확보하고 향평가제

도의 실효성 제고

지방환경

리청

의기 과부

과 시설운 자

  288



96

4 . 부담  세부 운  황( 계속)

       단 : 백만원

부담 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 부과주체 부과 상

징수액

(’04년)

물이용 부담

( 강수계)

(2002년)

강수계물 

리 주 민 지 원

등에  한법률 

제30조

강수계 상수원의 정한 리

와 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사

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한 

재원확보

시․군 수도

사업자  

한 국수 자 원

공사

공공수역에서 취

수된 원수를 직

 는 정수하

여 공 받는 최

종수요자

 52,457

물이용부담

(낙동강수계)

(2002년)

낙 동 강 수 계 물

리 주 민 지

원등에 한법

률 제32조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주민지

원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한 재원확보

수도사업자,

낙 동강 수 계

리 원회

공공수역에서 취

수된 원수를 직

 는 정수하

여 공 받는 최

종수요자

130,215

물이용부담

( 산강․섬진강수계

) 

(2002년)

산 강 ․ 섬 진

강 수 계 물 리

주 민 지 원 등

에 한법률 제3

0조

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

질개선  주민 지원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한 재원확보

시․군 수도

사업자

공공수역에서 취

수된 원수를 직

 는 정수하

여 공 받는 최

종수요자

 43,274

체조림비  

분할납부이행보증

(1990년)

산지 리법

제19조 

산림의 타용도 용을 억제하고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시 ‧ 군 ‧ 구 , 

지 방산 림

리청 국유림

리소

개발사업시행자

 8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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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3

고치 의 산림환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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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을 한 이론과 특징을 정리하고 이들 가치를 

산주에게 돌려주는 방안은 무엇이며 련 정책을 어떠한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

직한지와 이를 실화하기 하여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연구 목 을 두었다.

  이를 해 제2장에서는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을 한 이론과 특징을 정리하고 

산림의 공익  가치 평가 방법과 환원의 이론  근거를 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의 공

익  가치 환원 사례  시사 을 정리하 으며 제4장에서는 산림의 공익  가치 환

원에 한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산림의 공익  가치를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

다. 제5장에서는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 다. 

1.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제도의 도입 필요성

  산림은 목재 생산이라는 본원 인 기능 이외에도 기정화 기능, 수원함양기능, 보건 

 휴양기능과 같은 공익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  기능은 공공재의 성

격을 지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사

회 으로 필요한 수 보다 게 생산됨으로써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

장실패를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산림의 공익  가치를 유지․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체 산림면 의 69% 이상이 사유림으로 되어 있으나 유령림 주의 산림

생산구조, 소유규모의 세성, 농산 지역의 고령화와 부녀화, 부재산주의 증가, 규제 

주의 산림정책 등으로 인하여 침체 상태에 있다. 한 WTO 체제하에서 무역자유

화 강화로 국내 임업의 어려움은 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주들로부터 공익 기능을 

유지․증진시키기 한 투자를 기 하기란 어렵다. 기존의 임업보조 제도는 사업별

로 보조 이 운용되므로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되고 생산임지 는 경제림단지를 우

선 상으로 선정하고 있어 시업제한지 는 공익임지의 사유림이 방치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산림을 히 리하여 산림의 공익  가치를 유지․증진시키기 해서는 

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지속 인 산림에의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지원정책, 산림의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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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증 를 한 SFM에 한 소득보상,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

시 수행하여야 할 공공정책의 하나이다. 

2. 공익  가치 환원에 한 국내외 사례  시사

  국내사례에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축산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

보  직불제,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불제, 생물 다양성 리계약을 검토하 다. 그 

결과 부분의 국내사례는 시행연도와 산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익  가치를 유지 

보 한다는 목 이 있으며 공익기능 직 지불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상호 수

(cross-compliance) 로그램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국외사례에서는 일본, 독일, 미국의 환원정책들을 비교하 으며 사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 으로서는 첫째 제도의 도입목 은 산림 환경의 보 에 따른 공

익  가치의 증진에 있다. 둘째 산림의 공익  가치를 보 하기 하여 산림보 활동

을 지원 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셋째 지원 상자는 산주가 우선이며 정을 체결

한 당사자가 지원 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지원내용은 제도별로 상이하지만 

산주와 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계약이나 정

에 따른 상호 수 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는 이다.

  국내․외의 공익  가치 환원 사례에서의 시사 은 첫째 지원․규제․보상의 

한 정책결합에 의한 공익  가치 환원, 둘째 상호 수 로그램과 제재수단 도입, 

셋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넷째 산림과 련한 이해 당사자(정부, 지자체, 산주 등)

의 역할 분담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에 한 설문조사 결과

  산림의 공익  가치에 해 도시민들에게 조사한 결과 부분의 응답자가 산림의 

공익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산림의 공익  기능이 재 발휘되는 정도에 해

서는 체로 정 으로 응답하 지만 부정 인 의견도 공익기능별로 차이는 있지만 

11% ~ 32%에 달했다.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한 세 이나 기부 의 지불의

사는 69.8%의 응답자가 지불의사가 있었으며 세 이나 기부 을 이용한 산림환경보

 로그램의 도입에 해서는 59%의 응답자가 정 으로 평가하 다. ‘산림환경

보  로그램’ 도입에 한 응답자의 지불 의사액은 9,082원/가구/월이었으며 기부

이 사용될 공익기능으로 기정화 기능을 가장 많이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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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를 상으로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방법을 질문한 결과 행의 보조  

확 정책보다는 공익  가치를 환산하여 산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선호하 다. 산

림의 공익  가치 증진을 한 경 방법에 해서는 경  능력이 있는 자에게 

리․ 탁경 을 맡기거나 산주 의체를 구성하여 경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을 한 상임지는 공익임지를 우선 정책 상으로 설정하고 공익

임지 가운데에서도 수원함양보안림, 산지 용 제한지역, 백두 간 보호지역의 순으로 

실시할 것을 제시하 다.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상은 산림경 이 지속 으로 이

루어지는 산림을 상으로 선정하며 보상은 산주개인보다 리나 탁경 자가 

하다고 응답하 다. 이는 산림의 유형에 따라서 공익임지와 같이 부재산주나 소규모

산주가 련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재원 마

련은 산림환경세와 같은 목 세를 선호하 고 산주들의 도덕  해이를 방지하기 

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용이 필요하며 벌과 , 환수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4.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공익  가치 환원제도의 목 은 산림이 지닌 공익  가치의 유지 증진활동인 산림

리 로그램을 수하는 산주에게 공익  혜택을 환원하여 산림이 가지는 공익기

능의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지원 상으로서는 공공재 생산을 해 규제

를 받고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설정한 다음 진 으로 생산임지로 확 해 가는 것

이 국민이해를 얻는데 용이할 것이다. 공익임지에 한 구체 인 환원 방안으로서는 

“수원함양림보  지원제도”, “산림경 보  개발권 인수제도”, “산림환경보  지원제

도”의 도입을 제시하 다.

  산림의 공익  가치가 환원되기 해서는 장단기 인 략개발과 실행 로그램의 

지속 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 ․법 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산림의 공익  

가치를 환원할 수 있는 법  근거를 『산림기본법』에 마련함과 동시에 지원 방식, 

범 , 상호 수 로그램, 모니터링시스템, 벌칙 등 운용요령을 훈령이나 규로 규

정해야 할 것이다. 

  재원은 먼  일반 산으로 편성․확보한 다음 부족분에 해 산림청 소  재원, 

를 들어 체산림자원조성비, 녹색자  등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해 기존의 재원 가운데 산림의 공익

 기능과 련하여 조성된 산이지만 공익  기능 증진에 투자되지 않고 있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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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면 히 검토하여 산림투자 산으로의 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기 으

로는 ‘수원함양세’, ‘탄소세’ 등 목 세 형태의 세원을 발굴하여 ‘수원함양세’는 수계

리기 에 별도 계정화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산림계정을 별도 설치하

여 산림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익임지에 포함되

어 있는 산주들에게 재산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에 

해 감면혜택을 주는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은 최고의사결정자의 극 인 심과 실천의지가 필수

이며 한 이해 당사자의 깊은 이해를 토 로 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행된 지원 로그램에 해서는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피드백이 이루어

질 때 보다 발 인 정책 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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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Compensation Structure on Forestry Sector as a Public 
Good. 

Other than producing lumber, forest has the function of purifying air, reserving 
water, preserving health, and providing recreational opportunities. Due to the character 
of public good, forest can't be evaluated in market, and further, has a possibility of 
market failure. To prevent market failu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function of 
forest with appropriate incen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related theory of forest as a public good, 
and suggest policy options of adequate compensation for forest owners. 

This study explains theories and considerations of compensating social benefit of 
forest, and point out the necessity of compensating policy in the chapter two. 

Chapter three provides case study of compensation for social benefit. 
Chapter four considers possible approaches to compensate social benefit of forest 

using survey outcom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of policy option on compensation and 

support structure.    

Researchers: Shin Yong-Kwang, Chang Cheol-Su
E-mail address: ykshin22@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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