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2007-38 | 2007. 12.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 도입 연구

장 철 수

신 용 

  연 구 원

부 연 구 원



연구 담당

장철수

신용

연구 원

부연구 원

연구 총 , 지불제도입 방향

설문조사  지불제 시행방안



머  리  말

  수원함양림은 주요 산업용수의 공 원으로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제공하는 국민의 

식수원으로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강우 시 홍수피해를 이고 갈수기에 가뭄

을 막아주는 홍수조 기능, 갈수완화기능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녹색 으로서의 역할

을 하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원함양림에 한 국민

 수요가  더 높질 것으로 보여 이에 한 지속 이고 체계 인 리가 요구된다. 

  정부는 그동안 수원함양기능이 높은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하여 운용해 왔으나 수원

함양보안림에 한 정부정책이 규제 주로 진행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산주의 심도 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 주보다는 산주의 극 인 참여와 

심을 유도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공공재로서 수원함양림의 공익  가치를 인

식하고 이에 해 한 보상을 하는 지불제 도입이 필요한 시 이다.

  이 연구는 수원함양보안림의 공익가치 환원을 한 지불제 도입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도입에 필요한 과제와 구체 인 시행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

었다. 이를 해 먼  수원함양림의 실태와 지원의 필요성, 수원함양림의 공익기능에 

한 국내외 환원사례를 검토하 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일

반국민과 산주들에게 수원함양보안림의 공익가치 환원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를 바탕으로 도입방향과 시행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가 수원함양보안림의 공익  가치를 환원하는 데 있어 유용한 기  자료가 되

기를 바라며, 조해 주신 일반국민, 산주, 련 문가, 산림청 계자에게 깊이 감사드

린다.

2007. 12.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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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제 목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 도입연구”

Ⅱ. 연구개요

  이 연구는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사유림)의 공익가치 환원을 한 지불제 

도입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도입에 필요한 과제와 구체 인 시행방

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Ⅲ. 연구개발 내용  범

  주요 연구내용  범 는 수원함양보안림의 실태와 지원의 필요성 검토, 국내외 수원

함양림의 공익가치 환원사례 분석  이에 따른 시사  도출,  수원함양보안림지불제도

의 도입과 련하여 일반 소비자와 수원함양보안림 산주에 한 의향조사  분석, 수원

함양보안림 지불제 도입  시행방안 등이다. 연구 상은 「산림자원 조성  리에 

한 법률」에서 지정한 수원함양보안림(사유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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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 결과

1. 수원함양보안림의 실태와 지원의 필요성

  건교부(2006)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에 따르면 2011년이면 국 으

로 340백만㎥의 물이 부족하게 되며, 2020년에는 439백만㎥의 물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수자원확보 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향후  건설

은 건설 지의 부족, 지역주민의 반발, 생태계의 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함양보안림은 수원함양기능의 발휘를 통해 공공 해방지, 공익을 목 으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림을 의미한다.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해서는 경 권을 제한

하는 등 규제 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목재가격의 하락, 부녀화, 노령화, 인건비의 상승 

등 임업을 둘러싼 여건의 악화와 함께 산주들은 산림을 방치하거나 리하지 않아 수원함양

기능이 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손실에 한 보상이나 

지원시스템도 제 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오히려 숲가꾸기를 할 경우 일반산림과 동일하

게 수원함양보안림의 산주들은 사업비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수원함양기능증진 등 공공

의 목 을 해 시업을 함에도 자부담을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은 나 지보다 25배, 경작지보다 5.6배, 지보다 1.5배 더 많은 물을 흡수  장할 

수 있으며 강우 시 홍수피해를 이고 갈수기에 가뭄을 막아주는 등 녹색 으로서의 역할

을 하고 있다.  산림의 물 장량은 총180억 톤으로서 19억 톤을 장하는 소양 과 18억 

톤을 장하는 충주 과 같은 형  10개 정도에 해당되는 량이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산림을 숲가꾸기 등을 통해 수원함양기능을 제 로 높이게 되면 자연 인 증발산량과 홍수

유출량을 감소시켜 산림 류수를 재보다 5%정도인 약 57억 톤을 더 장할 수 있고 산림 

류수는 180억 톤에서 237억 톤으로 증 시킬 수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들을 

고려할 때 형 을 체․보완하는 방안으로 물을 흡수․ 장․공 하는 녹색 인 산림

을 제 로 리하고 조성함으로서 수원함양보안림의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국내외 수원함양림의 공익가치 환원사례 및 시사점

  외국의 경우 일본은 수자원함양과 련하여 국가차원에서는 수원지 치산 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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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수원유역 역보 사업, 수원유역지역보 사업, 

오지보안림보 긴 책사업 등이 있다. 이외에 각 지자체가 별도의 수원림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카나가와 의 경우 력 약, 수원 정림, 수원분수림, 매수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수원림 조성사업을 개하고 있으며 수원환경세의 도입으로 이 사업은 탄력을 받

을 것으로 보인다. 동경도의 경우 수원인 多摩川 상류의 수원지에서 수원함양림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수원림정비에 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해 시민이 참여하는 학습

활동과 볼란티어의 보 활동을 의미하는 수원산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뉴욕시에서는 뉴욕시 식수원정화를 목 으로 수원상류지역 토지소유자

를 상으로 뉴욕시 수자원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 토양침식방지, 수질개선, 유

량조 을 목 으로 농지  한계 지 소유자를 상으로 토양보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수력발 을 한 유량조 을 목 으로 수원상류지역 산주에 

해 상류지역 산림갱신이 제 로 이루어지도록 수력발 기업의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노력들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와 산림청이 MOU를 체결하여  주변산림에 한 숲가꾸기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다. 여기서 한국수자원공사는 기본 설계비를 부담하고 산림청은 숲가꾸기사업비를 부

담하여 실행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여 추진한 바 있다.

  이상의 국외 사례들은 모두 수자원의 요성을 인식하여 별도의 을 증설하거나 

리하기 보다는 수원함양림의 기능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 는 자율 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원함양림의 공익가치를 인식하고 그에 한 가를 지불(환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수원함양보안림지불제도에 대한 의향분석

  수원함양보안림 소유자인 산주들을 상으로 산림 리 로그램참여 의향을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 수는 총 438명이며 이 가운데 자신의 산림이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

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31.7%에 불과한 반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8.3%

로서 거의 부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최근 5년간 산림 리활동 

여부에 해서는 54%가 리를 한 이 있다고 응답하 으나 응답자의 53%가 자신의 

산림이 수원함양보안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수원함양기능을 제

고하기 한 산림 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산림 리 로그램의 참여의향에 해서는 78%가 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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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서는 심이 없거나 로그램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37%에 

달해 수원함양보안림의 역할과 요성에 한 사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다양한 인센

티 를 포함한 산림 리 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입 및 시행방안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는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PES: 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s)의 한 종류로서 공간 으로 수계와 한 연 성을 가지고 있고 법 으로 제

한을 받고 있는 수원함양보안림이 상이 된다.

  수원함양보안림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는 수원함양기능으로서 명확한 반면 수혜자인 

국민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에 한 지불에 해 인식이 부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

주들도 심이 낮으며 지불제에 한 법  제도  시스템이 체계 으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수원함양림 지불제도는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 로그램이므로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단계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 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은 시장에서 거

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제  수단을 우선 으로 도입한다. 규제  수단의 

상임지는 재원과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시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원보안림

의 1종 사유림을 우선 상임지로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는 수원보안림

의 2종과 3종 사유림으로 확  실시한다. 

  수원함양보안림이 지닌 공익기능을 유지  증진시키기기 한 지불 액은 산림이 발

휘하는 편익을 기 으로 선정하는 방법과 특정시업에 따른 추가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으

로 추산하 다. 편익을 기 으로 수자원함양기능에 한 지불 액은 소비자조사결과 

537,295원/ha, 공 자보상수용 액은 2,000,000원/㏊, 체재인 건설  유지비용을 고

려한 체법에 의한 시산결과 709,224원/ha, 그리고 추가비용을 기 으로 산정한 지불

액은 486,0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를 도입하기 해서는 행 산림기본법을 개정하여 도입을 

한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자원조성  리에 한 법률을 개정하여 행 국가 산에만 

의존하도록 되어 있는 재원마련을  수익자부담에 의한 출연 , 차입 , 특별회계로부터

의 입  등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에서도 한강을 제외한 낙동강, 산강․

섬진강, 강수계 리 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므로 물이용부담 으

로 마련된 수계 리기 이 산림으로의 재투자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도록 수계 리기



- vii -

내에 산림계정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 산림이 지닌 수원함양

기능을 유지․증진시키기 해서는 장벌기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수원

함양보안림과 련한 재산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제해택을 확 하여 장벌기 

산림정비에 한 인센티 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를 도입하기 해서는 수혜자가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공 자는 서비스를 지속 으로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은 이에 한 지불 인식이 낮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주들도 심이 낮

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원함양보안림이 제공하는 수자원함양 서비스에 

한 지불제를 면 으로 도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책실패를 최소화하

기 해서는 먼  국민공감 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단계 으로 도

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기 으로는 제공자수혜원칙에 따른 공 부담이 필

요하며 제도가 안정화되는 정착단계에는 자율 정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을 용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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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s on Watershed Conservation Forest

This study is conducted for indicating tasks and implement directions of initiatives 
based on explaining reasons to adopt 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s(PES) in 
watershed conservation forest area.

It examines conditions and necessity for support of watershed conservation forest 
privately owned. It draws implications related to PES by analysing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This study indicates general directions and detailed implemental 
methods based on survey of forest land owners. The summarized conclusion of  the 
study is shown below. 

Private owners of watershed conservation forests are constrained exercising their 
right to manage, and there are neither compensating systems nor supporting systems. 
For this reason, they don’t manage the forest carefully and degrade its function. 
Foreign countries adopted various payment policies to improve watershed developing 
function. In Japan, there is watershed conservation forest formation project. In America, 
there are public charge systems such as New York City’s forest formation system and 
USDA’s soil conservation program. In Costa Rica, hydroelectric power producer 
compensates forest land owners to regulate water flow for stabilization of power 
production. 

Adoption of PES on watershed conservation forest can be possible when 
beneficiaries are willing to pay and service producers are willing to supply qualified 
water constantly. It is not desirable to adopt all around PES system in present condition 
that beneficiaries and producers do not fully concern and recogniz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ublic consensus of PES firstly. In the short terms adoption of public 
adoption of public charge are required, and PES systems on benefit principle in the 
long term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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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

  산림은 목재생산이라는 본원  기능 이외에도 생물다양성 보 , 국토  수자원함양, 

경 보 , 교육  휴양서비스제공, 산  통문화 유지 등과 같은 다양한 공익  기능

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  가치1는 49조원(2000년)에서 

66조원(2005년)으로 최근 17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생활이 개선됨에 따

라 산림의 공익기능에 한 사회  수요도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으로도 지구온난화, 사막화, 물 부족 등 지구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산림의 공

익기능에 한 심이 증 하고 있다. 임업부문에 있어서는 산림인증제, 지속가능한 산

림경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산림의 다원  가치를 지속 으로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산림문제의 해결이 

단히 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해서는 사유림 경 의 활성화가 시 하지만 우리나

라 산림은 69% 이상이 사유림이고 소유규모가 세하고 어린나무 주의 산림생산구조

를 가지고 있다. 반면 각종 규제 주의 정책으로 임목의 벌채  산지 용 등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유림 경 의 활성화를 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보안림으로 지정

된 산림의 경우 산림자체의 보호가 목 이 아니라 공공 해 방지, 공익증진을 목 으로 

 1 김종호 등. 2005.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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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법정 제한림2이므로 리에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산주들의 경 회피로 방치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한 제한이 가해지며 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안림면 은 1999년 까지 감소해 왔으

나 2000년부터 그 요성이 인지되면서 2003～2005년 동안 약 34만ha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수원함양보안림은 보안림의 약 90%(30만ha)를 차지하

고 있다. 

  수원함양보안림의 경우 2000년에는 한강유역이 2002년도에는 강과 산강 유역에 

있는 산림이 수원함양림으로 지정되는 등 면 이 증가하 다. 반면 토사방비림, 비사방

비림, 어부림 등의 보안림은 매년 조 씩 감소하거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1.  보안림내에서 수원함양림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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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안림에 한 법  근거는「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제정 2005.8.4, 법률 제

7678호)」 제43조～제46조,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6.8.4, 

통령령 제19639호)」제49조～제51조,「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2006.8.4, 법률 제1534호)」제50조～제55조, 와 련되며, 토석이나 토사의 유출․붕괴 방지, 

생활환경의 보호․유지  증진, 수원의 함양, 어류의 유치․증식, 명소 는 고  등 경 의 

보존 등을 목 으로 지정된 산림을 의미함.



- 3 -

  이와 같이 수원함양보안림면 이 증가한 것은 수원함양보안림이 주요 산업용수의 공

원으로서 그리고 상수원으로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도시화 산업

화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수질오염 등으로 맑은 물에 한 국민  수요가  더 높

질 것으로 보여 수원함양보안림에 한 지속 이고 체계 인 리의 필요성이 증 될 

것으로 상된다. 

  그러므로 수원함양보안림을 심으로 보안림 지정의 본래 목 인 공공 해 방지, 공

익증진을 해서는 행 규제 주의 정책보다는 산주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산림의 공익  가치에 해 불특정 다수인 수혜자가 한 

가를 지불하는 지불제의 도입과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시 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사유림)의 공익가치 환원을 한 

지불제 도입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도입에 필요한 과제와 구체

인 시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의 검토 

2.1. 국내 동향

  농업과 수산업부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직 지불제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정책 

로그램이 실행 에 있지만 임업 부문의 경우 도입가능성에 한 일반 인 검토와 외

국 사례 소개만이 이루어졌을 뿐 지불제도 도입을 한 실질 이고 체계 인 연구가 부

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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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를 한 기본 방향과 상문제 을 직시하여 우선 도입할 정책과 장기 으로 도

입할 지원정책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서종  등(1996), 이규천 등(1998), 박동규 

등(2000), 오내원 등(2002)의 연구가 있다. 수산부문에서는 홍성걸 등(2002)이 수산 부문 

직 지불제 도입타당성 연구에서 수산 부문에서 도입 가능한 직 지불제의 유형을 도출

한 바 있으며 정명생 등(2004)은 가두리  수조식 양식어업에 해 환경친화  양식어

업으로 유도하기 한 배합사료 사용 직 지불제도의 시범 실시 로그램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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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정책을 통해 실시되는 조림사업을 사례로 직 지불제를 제시하 으며 최용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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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은 WTO 상을 한 임업 부문 보조  실태와 응 방안 연구에서 산림 분야 환

경보 을 한 직 지불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경일(2004)은 독일, 일본, 유럽 등의 

디커 링정책을 검토하고 산림이 제공하는 서비스 즉 공익기능에 해 직  보상하는 

디커 링정책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최수임(2003)은 일본의 삼림교부 제도의 소

개와 함께 후쿠오카 을 상으로 사례조사를 하 고, 주린원(2005)은 산림의 공익 기능

을 지속 으로 발휘하기 해서는 사유림에 한 직 지불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장철수 등(2005)은 생산 임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산림․임업환경의 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해서는 행 임업보조 제도를 체하거나 보완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의 직 지불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도입가능 한 유형으로는 산림의 다원  기능 유

지  증진을 한 산림정비직 지불제, 특정목 의 산림서비스생산을 한 직 지불제, 

도시근교 자연환경보 직 지불제, 조건불리(산 )지역 직 지불제, 친환경임업직 지

불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신용 ･장철수(2006)는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을 한 이론과 특징을 정리하고 이

들 가치를 산주에게 환원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련 정책을 어떠한 형태로 도입하는 것

이 바람직한지와 실화를 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 다. 즉 산림의 공익가치의 유지･

증진활동인 산림 리 로그램을 수하는 산주에게 산림의 공익  혜택을 환원할 필요

가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시행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계 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다.

2.2. 국외 동향

  산림의 공익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방법에는 규제 인 수단과 유인 로그램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즉 규제 인 수단에는 명령  통제(직 규제)의 방법이 있으며 유인 로

그램에는 경제  수단과 자율 정, 인증제도 등이 있다. 유인 로그램에는 일본 카나가

와 의 자연보호장려 제도, 수원림조성사업, 고치 의 산림환경세, 코스타리카의 수자

원보상제도, 미국의 산림유산 로그램, 습지보 로그램, 야생동물서식지 로그램, 토

양보 로그램 등이 있다.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방법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부분 계약제도를 활용하

거나 교부 제도를 도입하여 시업에 필요한 자 을 지원하거나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지

원하고 있다. 산림환경의 보 에 따른 공익  가치의 증진에 사업의 목 이 있으며 계약

이나 정에 따른 상호 수 로그램을 실시, 지원 상자는 산주이거나 정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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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와 련된 구체 인 내용들은 수원함양림의 공익가치 환원사례  시사 에서 

언 하기로 한다.

3. 주요 연구내용

1) 수원함양보안림(사유림) 지원의 필요성

◦ 수원함양보안림의 실태와 문제

◦ 수원함양보안림 지원의 이론  근거

2)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 도입방향

◦ 지불제도의 개념과 국제동향

◦ 국내외 련 정책  제도와 시사

◦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 도입에 한 논  검토

◦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의 기본방향

3)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 도입을 한 산림 리 로그램 참여 의향분석

◦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 참여가능성

◦ 산주들의 산림 리 로그램 참여율 제고방안

◦ 산림 리 로그램의 수용 가능액(WTA)

4) 수원함양보안림 보  지불제도 도입  시행방안

◦ 지불제도 도입 상지역  지원범  선정

◦ 지원기 , 지원 차와 방법, 지원기간 등 검토

◦ 지원 액, 재정소요  분담방안 검토

◦ 집행체계, 모니터링  평가방안 검토

◦ 운 매뉴얼 작성

◦ 약(안) 개발  일정지역선정 검증

◦지불제도 도입을 한 련법규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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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 연구체계

연구흐름도

•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 검토
• 전문가,정책담당자 면담조사

• 수원함양보안림 지원의 필요성

•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 도입 방향

• 산림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분석

• 수원함양보안림 관리실태와 문제점
• 수원함양보안림 지원의 이론적 근거
• 수원함양보안림 관련 정책

• 지불제도의 개념과 국제동향
• 국내외 관련제도와 시사점
•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의 기본방향

•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 참여가능성
• 산주들의 산림관리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방안
• 산림관리 프로그램의 수용가능액

•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사유림) 도입방안

• 수원함양보안림 보전 지불제도 도입
및 시행방안

• 대상지역 및 지원범위 선정
• 지원기준, 지원절차와 방법, 지원기간
• 지원금액, 재정소요 및 분담방안
• 집행체계,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 운영매뉴얼
• 협약(안) 개발 및 일정지역 선정 검증
•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규 정비방안

4. 연구범   방법 

  이 연구의 범 는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사유림에 해 수원함양 기능 유지  

증진을 한 지불제의 도입과 시행을 한 방안마련에 한정하 다. 수원함양보안림 

리 실태에 련해서는 정부발표자료, 련 문헌 등을 통한 통계자료  련 자료를 수

집  분석하 고,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 도입과 련해서는 산주의 산림 리 로그램

참여 의향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 다.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가 잘 구축된 해외 선진지역(일본 등)을 방문하여 정책담당

자․연구자․산주를 상으로 심층 으로 면담조사하고 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지

불제도입을 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하 다.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 도입과 련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하여 문가 의회를 개최하 고 실효성 있는 실행 로

그램을 개발하기 하여 문가, 련단체, 정책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문단을 구

성하여 의견을 수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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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수원함양보안림(사유림) 실태와 지원의 필요성

1. 우리나라 수자원의 황과 특성3

1.1. 수자원관리가 불리한 자연적 조건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1974~2003년 평균)은 1,245㎜로 세계 평균 880㎜보다 1.4

배나 많으나 연강수량의 2/3가 6～9월에 집 되고 11～4월까지 갈수기에는 연강수량의 

1/5에 불과 하는 등 계  편차가 크다. 그리고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고 토양의 표

토층이 얇아 유역의 보수능력이 고 하천의 경사가 하여 홍수가 일시에 유출되며 갈

수기에는 유출량이 은 등 하천 유량의 변동이 매우 커 수자원 이용  리가 어려운 

불리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4.

  <그림 2-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수자원총량은 연간 1,240억㎥이며 이 가운데 42%가 

자연 손실량으로 517억㎥에 달하고, 이외에 58%가 하천유출량으로 723억㎥에 달한다. 

하지만 실질 인 총 이용량은 수자원총량의 27%인 337억㎥에 불과하다. 하천유출량에서 

42%인 522억㎥이 홍수 시 유출되고 평상시에는 16%인 201억㎥이 유출된다. 하천유출량

에서 31%인 386억㎥이 바다로 직  유출되고 나머지 337억㎥이 이용할 수 있는 물로 

 3 건설교통부에서 수립․보완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2006.7)을 참조하여 작성하 음.

 4 우리나라의 유량변동계수(최 유량과 최소유량의 비)가 300～400정도로서 테임즈강( 국) 8, 

세느강( 랑스) 34, 라인강(독일) 18, 나일강(아 리카) 30, 미시시피강(미국) 3, 요도강(일본) 

114 등 외국과 비교하여 10배 이상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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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수자원이용 황

(단 : 억㎥/년)

수자원 총량

1,240(100%) 

하천 유출량

723(58%) 
손실량

517(42%)

바다로 유실

386(31%)

하천수 이용

123(10%)

 이용

177(14%)

지하수 이용(*)

37(3%)

홍수시 유출

522(42%)

평상시 유출

201(16%)

총이용량

337(27%)

  주: 지하수 이용(*): 제주도 지하염수 이용량 1,472백만㎥이 제외된 양임.

자료: 건설교통부. 2006.7.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14p.

공 되기 때문이다. 용수수요에 한 공 량은 하천수 이용량이 123억㎥(10%), 에 의

한 공 량이 177억㎥(14%), 지하수 이용량은 37억㎥(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

  실질 으로 이용 가능한 재생가능한 수자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지역 임진강 유입

량을 포함하여 연간 723억㎥이며,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1,512㎥으로 인도, 이탈리아, 

남아 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물 스트 스 국가5로 분류된다(<표 2-1> 참조).

 5 물 스트 스 국가는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이 1,700㎥이하로 수자원 개발이 없는 자연하천수에 

물 공 을 의존하는 경우 범 한 지역에서 만성 인 물 공 문제가 발생하는 국가를 의미함

(PAI,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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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하천 취수율에 따른 물 스트 스 국가 구분

하천 취수율 물 스트 스 구분 국가

10%이하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등

10～20% 국, 일본, 미국, 국, 랑스, 터키 등

20～40% ～고 한국, 인도, 이탈리아, 남아공 등

40%이상 고 이라크, 이집트 등

자료: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7.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freshwater resources of the 

world.

  재생가능한 수자원량에서 생활, 공업  농업용수의 공 을 한 하천 취수율은 36%6

로 OECD국가에서 높은 수 을 보이고 있다. 높은 물 이용률은 가뭄의 심도에 따른 물

이용에 있어 큰 취약성을 가지게 된다. 한 많은 물을 사용함에 따라 수질 리에 어려

움을 래한다.

1.3. 물 부족 전망에 따른 다양한 수자원확보대책 절실 

  건교부(2006)가 장래 물 수  망, 물이용 종합계획 등을 토 로 하여 보완 확정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7에 따르면 2020년이면 국 으로 약 439백만㎥

의 물이 부족하게 될 망이다(<표 2-2> 참조). 즉 장래 물 수요량 망은 2011년 35,498

백만㎥에서 2016년 35,800백만㎥으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35,568백만

㎥으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 공 량은 2011년 35,158백만㎥, 2016년 

35,300백만㎥, 2020년 35,129백만㎥으로 수요량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2011년 797백만㎥, 2016년 975백만㎥, 2020년 925백만㎥의 물 부

족이 망되나 지역 간 가용수자원의 물 이동으로 2011년 340백만㎥, 2016년 500백만

㎥, 2020년 439백만㎥으로 물 부족 경감이 확 될 망이다.

 6 지하수 이용량  비 개  농업용수량이 포함된 취수율임.

 7 이번 계획은 2001년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최근

의 사회·경제 인 여건 변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발생 황을 반 하고 있는데  ‘2001

년 계획’이 물 수  과다 추정 등의 논란이 제기되었던 을 감안, 이번에는 ’04.5월부터 ’06.6

월까지 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의체를 운 하여 계획수립  과

정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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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장기 용수수 계획

단 : 백만㎥/년

구 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
가뭄년

평균년
최
가뭄년

평균년
최
가뭄년

평균년
최
가뭄년

평균년

수요량

합계 34,378 34,378 35,498 35,498 35,800 35,800 35,568 35,568

생활용수 7,877 7,877 8,103 8,103 8,180 8,180 8,195 8,195

공업용수 2,787 2,787 3,178 3,178 3,562 3,562 3,422 3,422

농업용수 15,977 15,977 15,849 15,849 15,690 15,690 15,583 15,583

유지용수 7,737 7,737 8,368 8,368 8,368 8,368 8,368 8,368

공 량 33,975 34,378 35,158 35,498 35,300 35,800 35,129 35,568

부족량
국 △403 - △340 - △500 - △439 -

지역별 △846 △206 △797 △193 △975 △205 △925 △210

자료: 건설교통부. 2006.7.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81p.

  수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물이동의 한계로 인해 최  가뭄년 발생시 지역별 부족량 

계는 2020년 약 925백만㎥이 될 것으로 망된다. 이에 따라 건교부(2006)는 지역  

물 부족을 해소하기 하여 기존 용수공 체계의 조정, 농업용 수지 재개발, 해수담수

화, 친환경 소규모 건설 등 지역특성에 합한 다양한 수자원 확보 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형  건설은 건설 지의 부족, 지역주민의 반발, 생태계의 괴 등 많

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형 을 체․보완하는 방안으로 물을 흡수․ 장․

공 하는 녹색 인 산림을 제 로 리하고 조성하여 수원함양기능을 유지․증진시키

는 것이 요한 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2. 수원함양보안림의 실태와 문제

2.1. 수원함양보안림의 개요

  모든 산림이 수자원확보기능  수질정화기능을 발휘하지만 수원함양림은 공간 으

로 수원함양  수질정화와 한 련을 가진 산림을 의미하며, 행 법령상 「산림자

원조성  리에 한법률(제정 2005.8.4, 법률 제7678호)」제43조(보안림의 지정)에 의



- 11 -

한 수원함양보안림과 「수도법( 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제7조(상수원보호

구역 지정 등)에 의해 상수원보호를 한 구역내 산림  「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9.27 통령령 제20290호)」 제13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 허가기 ) 1항 4 

상수원의 보호를 한 수원림(水源林) 등을 포함한다.

  「산림자원조성  리에 한법률」제43조(보안림의 지정)은 산업용수의 확보에 

향을 주는 산림 등을 수원함양목 의 보안림을 지정하고 있으며, 「수도법( 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과 「수도법 시행령(일부개

정 2007.9.27 통령령 제20290호)」 제13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 허가기 ) 1항 

4는 우리의 생활과 한 련이 있는 생활용수의 확보에 향을 주는 산림을 수원림

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원함양보안림은 수원함양림의 법률상의 용어로서 그의 

역할과 기능은 법에 의해 정의되며, 여기서 취 하는 수원함양보안림은 「산림자원조성 

 리에 한법률」제43조(보안림의 지정)에서 정의된 산림으로 한다.

  수원함양보안림 지정  리에 한 법  근거로서는 「산림자원조성  리에 

한 법률」 제43조(보안림의 지정), 제44조(보안림 지정의 고시 등), 제45조(보안림의 

리 등), 제46조(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시행령 제49조(보안림의 리 등), 제50조(손실

보상 등), 제51조(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시행규칙 제50조(보안림의 지정), 제51조(보

안림 지정  지정해제의 고시 등), 제52조(보안림안에서의 시업허가 신청 등), 제53조

(손실보상의 신청  결정), 제54조(보안림 장의 비치), 제55조(농업․임업용도 등의 지

정해제 상보안림) 등이 있다8.

  「산림자원조성  리에 한 법률 시행규칙」제50조에 따라 수원함양보안림은 수

원함양을 목 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하류의 농업용수․발 용수․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수량확보에 필요한 산림(만수 로부터 1천m이내 분수령 경계).

제2종 수원함양보안림: 상류 수원지 로서 한․수해에 큰 향을 다고 인정되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한 산림 는 자연환경조건으로 인하여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1단지 50ha이상).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상수원수질 리를 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수계의 양

안 5㎞이내에 있는 국유림 는 공유림.

 8 법령의 구체 인 내용에 해서는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람.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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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천, 남강, 양천, 말양강, 양산천, 서낙동강  그에 속하는 제1지류.

(4) 산강․섬진강 수계: 주앙호․상사호․동복호 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그에 속하는 제1지류

2.2. 수원함양보안림의 현황

  수원함양보안림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제1종, 제2종,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구

분되며 제1종과 제2종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을 지정 상으로 하고 제3종은 국유림과 

공유림만을 지정 상으로 하고 있다.

  <표 2-3>에서 보듯이 2005년도 말 재 수원함양보안림의 총면 은 306,647ha이며 이 

가운데 제1종이 135,669ha, 제2종이 15,711ha, 제3종이 155,267ha로 제3종 수원함양보안

림의 면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별로는 공․사유림이 체 수원함양림면

의 58.3%인 178,789ha, 국유림이 41.7%인 127,858ha이다.

  도별로는 경상북도가 공․사유 수원함양림면 의 21%(36,379ha), 라북도 

15%(26,472ha) 순이며, 라남도가 6%(10,586ha)로 가장 은 면 을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은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31,966ha이며, 다음으로 

라북도가 22,317ha, 제2종 수원함양보안림은 라남도가 가장 많은 8,459ha이며, 다음

으로 경상북도가 4,413ha,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은 강원도가 가장 많은 12,435ha이고, 

다음으로 충북이 10,185ha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 참조).

표 2-3.  소유별 종류별 수원함양보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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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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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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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도별 종류별 수원함양보안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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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도별 수원함양보안림은 국유림과 역시를 제외한 공유림과 사유림면 임

2.3. 수원함양보안림의 문제점

2.3.1. 규제 주의 리시스템

  「산림자원조성  리에 한 법률」제45조는 보안림의 리에 해 언 하고 있는

데 보안림 내에서는 시․도지사, 지방산림 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

경하는 행 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이 된 경우 사

유림소유자(산주)는 자신의 산에서 임목․죽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

의 방목  그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 를 임의로 할 수 없

고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경 권의 제약을 받게 된다.

  국유림이나 공유림과는 달리 사유림의 경우 목재생산 주의 경 이나 다양한 형태의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채취를 통해 소득을 최 로 증가시키는 것이 경 목 이다. 그러

나 이러한 수익최 의 경 목 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상술한 법  제

한에 의해 독자 인 경 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자연히 산림에 한 투자나 재투자 는 

다양한 형태의 산림개발을 통한 소득창출은 기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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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들어 「산림자원조성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보안림의 리 등

에 해 세부 으로 언 하고 있는데 허가가 아닌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에 해서는 첫째, 수원함양증진을 하여 활엽수림 는 혼효

림의 조성을 한 벌채로서 이 경우 벌채면 은 2헥타르 이내에 한하며, 벌채 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둘째, 복층림의 조성을 한 벌채, 셋째, 입

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채·산약 를 재배하는 행 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에 의해 결과 으로 수익의 극 화를 통한 산림소득창출 행 는 단이 

어렵게 되며, 소극  리를 통한 산림보호만이 수원함양보안림내에서 가능하게 된다.

2.3.2. 손실보상 등에 한 법  제도  장치 미약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될 경우 손실에 한 보상에 해서 「산림자원조성  리

에 한 법률」제43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자가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 으로 받게 될 손실을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 보안림의 지정목 을 달성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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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법률상으로는 손실보상과 매수 는 교환을 통하여 해당 사유지에 한 보

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에 해서는 국가 산의 범 안에서 이루어지

도록 하는 등 으로 국가 산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원부족과 토지 가격 

등 여러 가지 제약사유로 인해 제 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매수 는 

교환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수도법」의 경우 상수원의 보호를 한 수원림(水源林) 등에 해서는 상수원

보호를 해 입목․죽 재배나 벌채행 를 하고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

민 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한 지원사업계획을 수

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재원마련  비용분담에 해 구체 으로 법에 규정

하여 법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한 보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9. 하지만 상수

 9 「수도법」 제9조 (주민지원사업) ①제8조제1항 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리하

는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 리청"이라 한

다)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는 상수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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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보호에 있어 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수원림 소유자에 한 보상은 실제 으로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사유림은 상술한 법  규제와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반

면 이를 보상 는 지원하기 한 법  제도  장치가 제 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수원

함양보안림 내 사유림 산주들은 법  제한으로 인해 소득창출을 한 경 행 를 하지 

못함으로서 잃어버리게 되는 소득손실에 해 국가로부터 한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

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 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 사업

  4.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주민지원사업에 한 계획의 수립·시행 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재원 등) ①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

  2. 차입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 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입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매 수입   일부를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 (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 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수도사업자가 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리와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리하는 리청과 의하여 그 이익

을 얻는 범 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부담 기 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1. 계되는 시·군·구가 각각 같은 시·도의 할 구역에 속하면 할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 계되는 시·군·구가 각각 다른 시·도의 할 구역에 속하면 할 시·도지사 간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수도사업자와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할

하는 시·도지사가 의하여 결정한다.

  ③행정자치부장 은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의 의견

을 들어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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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산림을 방치하거나 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산림은 수원함양림 본래의 

기능을 제 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2.3.3. 수원함양보안림의 체계 인 지원  리시스템 부재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사유림에 해 체계 이고 지속 인 지원  리시스템

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즉 수원함양보안림 리를 한 기본계획이나 구체 인 시업

지침, 추진방법을 포함한 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한 이를 제도 으로 지

원하기 한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이다.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2007)에는 임업부문에 한 보조 산이 사업별로 명

시되어 있지만 수원함양보안림과 련한 산은 <표 2-4>에서 보듯이 산림자원조성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공공) 산에 포함되어 있을 뿐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구체 으로는 조림사업에 포함되며 수원함양림 가꾸기에 한 사업비 100%(국고 

70%, 지방비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숲가꾸기의 경우 정부보조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되어 있다. 2007년에는 수원함양림 가꾸기와 련해 

2004～2006년 수원함양조림지에 하여 풀베기 1회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표 2-4>에서 보듯이 체 인 윤곽만 나타나 있지 구체 으로 

수원함양보안림에 해 조림  숲가꾸기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한 숲가꾸기에 해 일반산림과 같이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목재생산을 

주목 으로 하는 일반산림의 경우 경 권의 제약을 받지 않으나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

정된 산림은 경 권의 제약을 받으면서 일반산림의 소유주와 동일하게 사업비를 부담토

록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함양 등 공익목 의 산림사업을 실행하면서 오히려 산주가 사

업비의 10%를 부담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표 2-4.  2007년도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 사업비 산내용

내용별
사업량
(ha)

사 업 비(백만원)

합 계
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합 계 218,292 376,282 210,395 210,395 - 141,835 24,052

조림․

묘목생산
 18,106 109,202  64,590  64,590 -  41,411  3,201

숲가꾸기 200,000 267,080 145,805 145,805 - 100,424 20,851

자료: 농림부. 2007. 200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림부. 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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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사업과는 별도로 수원함양림에 해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산림청이 맺은 공동

합의문(2002.4.2)에 의해 2002～2006년까지 5년간 탐진 다목 과 곡  유역의 산림

에 하여 숲가꾸기 설계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숲가꾸기 사업비는 산림청이 분담하여 

사업을 실행한 바 있다.

3. 수원함양보안림 지원의 필요성과 이론  근거

3.1. 산림관리와 수원함양기능10

3.1.1. 산림의 수원함양기능

  산림은 나 지보다 25배, 경작지보다 5.6배, 지보다 1.5배 더 많은 물을 흡수  

장하는 등 강우시 홍수유출량을 감소시켜 홍수피해를 이고 산림이 장한 수자원을 

서서히 유출하여 갈수기에 가뭄을 막아주는 등 홍수조 기능, 갈수완화기능  수질정

화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녹색 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2-3> 참조).  우리나

라 산림의 물 장량은 총 180억톤으로 19억톤을 장하는 소양 과 18억톤을 장하는 

충주 과 같은 형  10개 정도에 상당한다.

그림 2-3.  산림의 강수 흡수․ 장기능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10 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과 기능증진과 련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본 연

구의 취지에 맞게 재작성 하 음(www.kfr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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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숲가꾸기와 수원함양기능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기능은 체계 이고 지속 으로 리할 때 발휘되며 그 로 방

치하여 지나치게 우거지면 토양유실  토양공극 괴 등 물 장기능구조가 악화되고 

증발산에 의한 물 손실량이 늘어나는 등 홍수조   갈수완화기능이 하된다(김경하

외 4인, 2007).

  산림의 생육에 따라 잎의 표면을 통해 수분을 증산하여 잃어버리게 되는 물의 양은 

강수량의 20%나 되며, 특히 리하지 않은 장령림의 침엽수인공림은 엽면 지수가 높아 

수 층이 강수의 일부를 차단하여 지표면에 도달하는 강수량을 감소시키는 량이 강수량

의 25%에 달한다.  간벌․가지치기 등 숲가꾸기를 하지 않은 침엽수인공림에서는 1회 

강수량이 10㎜이하일 경우 80%이상이 수 에서 차단되며, 100㎜이상일 경우 차단손실

률은 10%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반면 숲가꾸기를 하면 수원함양기능은 다음과 같이 개선이 이루어진다. 강우시  수

과 가지에 의해 발생하는 차단 손실량을 감소시키므로 임내에 유입되는 강우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한 임내에 투과되는 도를 높여 지피식생과 하층식생이 회복되

면 표층토양의 투수계수와 조공극률 등 빗물 침투구조와 류능이 개선된다. 임목 도

를 낮춰주고 기의 생장을 억제하지 않는 범 내에 하층가지에 한 가지치기를 통

해 증산손실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극심한 강우시 홍수량을 낮춰 주지만 강우

가 을 때 직 유량이 많아져 이용가능한 수자원이 증 될 수 있을 것이다(김경하외 

4인, 2007).

  따라서 간벌․가지치기 등 숲가꾸기를 할 경우 산림에서 발생하는 증발산량의 23%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 산림의 물 보유량을 약 36억톤을 증 시키므로 산원수 보수율이 

2.8% 증 되며, 혼효림․복층림시업을 할 경우 산림의 물 보유량을 약 21억톤 증 시켜 

산원수 보수율이 1.7% 증 된다.

표 2-5.  숲가꾸기에 의한 산원수자원량 증 효과

숲가꾸기 효과
 산림 류수 180억톤에서 237억톤으로 증
 (유효 수량 약 4억톤인 임하 의 14배 효과)

증발산량 감소  3%(36억톤)
 산림 류수 증  : 5%(57억톤)

홍수유출량 감소  2%(21억톤)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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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산림토양에 의한 수질 정화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표 2-6.  숲가꾸기를 통한 수자원 증진

산림사업명 사업내용

 풀베기(하 )  5년까지 2～3회

 어린나무가꾸기
 1차는 7～9년생이며, 폭목과 병든나무, 2차는 11～13년생이며,  

 1/3을 베어내야 함

 솎아베기(간벌)
 우세목 생장 방해목은 벌채(30%), 강도의 상층간벌(30% 벌채)  

 3회 실시후 약도의 상층간벌(20% 벌채) 2회 실시

 가지치기(지타)  2～3회 실시하며, 수고의 1/2 높이까지 자름

 수종바꾸기(갱신)  천연갱신은 산벌 는 소면  띠형 벌채, 70년생 이후에 수학 식재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한 강수침투 진시설, 사방 , 산복흙막이 등 치산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강우시 

빗물이 산림토양으로 침투․ 류되지 못하고 바로 하천으로 유출되는 물의 량을 11～

48%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산림의 정화기능이 증진되는데 산성비나 기오염물질을 함유한 강수도 산

림지 를 통과하면 질소의 경우 14.3→1.7ppm, 인은 0.45→0.2ppm으로 그리고 pH4.6인 

산성비는 pH6.7의 성비로 정화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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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원함양을 위한 지원의 이론적 근거

3.2.1. 수자원의 경제  특징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시장가격이란 형태로 재화의 희소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공기, 물, 산림, 자연지형, 습지 등과 같은 환경자원은 생활수단의 제공, 폐기물의 흡수

원, 생활상의 어메니티 유지 등과 같은 형태로 사람들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재화나 서비

스이다.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도 공 량이 제한 일 경우에는 가격이 부여되는 시장재

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인 재화나 서비스와는 달리 이들은 직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부분의 경우 지불하려는 액이 명시되지 않아 그 가치가 평가될 수 있

다. 특히 시장에서 평가되지 않는 수자원의 다원  기능, 를 들면 보건･휴양, 수 생명

체의 삶의 터  등과 같은 환경보 기능을 하시켜 궁극 으로는 국민 체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래한다.

  이들 수자원의 다원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재화와는 달리 외부성과 공공재

로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수자원이 지닌 다원  기능은 국가나 지역별로 여러 조건에 

따라서 그 가치가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환경･공공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외부성과 공

공재로써의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외부성과 공공재의 특징은 외부성, 비경합성, 비배재

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거래를 경유하지 않으면서 다른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부성이 좋은 향(효과)인 경

우에는 외부효과라 하며 반 로 나쁜 향(효과)인 경우에는 외부불경제라 부른다. 둘째, 

비경합성이란 어떤 사람이 소비함으로써 타인의 소비량이 동일한 양만큼 감소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즉 다원  기능의 효과는 부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개선되거나 악화된 환경을 공동으로 소비하고 있는데 이

를 비경합성이라 한다. 셋째, 비배제성이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다원  기능을 공동

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요  등을 부과하여 소비를 못하게 하거나 제외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공공재의 특징이다. 이처럼 수자원의 다원  기능은 

외부성이나 공공재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래되는 명확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

아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가치를 계측할 수 없다. 한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통하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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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원을 배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  시장실패를 유발하기 쉽다.

3.2.2. 수자원의 기능별 가치

  수자원은 기능별로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각각의 가치별로 다른 특징을 지니

고 있다. 수자원 문제에 한 사람들의 요구(종류)와 이에 응하는 수혜자를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시 에는 국민의 다수가 농민이었다. 물에 한 농민의 

심 가운데 첫 번째가 농업용수의 확보 으며 이를 해 농민은 ｢ 수지｣를 축조하고 물

을 둘러싼 싸움을 없애기 한 ｢수리권｣을 설정하 다.  근 에 어들면서 속하게 도

시화가 발달하고 인구와 재산이 도시로 집 되기 시작하 다. 따라서 평야지에 발달한 

도시에서는 수해방지가 요해졌으며 구릉지에 발달한 도시에서는 토사재해방지가 문

제시 되어 치산치수사업이 본격화되었다. 한 근 에는 수자원의 양  확보가 문제시 

되어 수 을 건설하고 새로운 수리권 개발을 추진하 다. 

  더 나아가 인(도시 주민)은 이와 더불어 맛있고 깨끗한 물(수질보 )과 안정된 

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수자원 주변의 자연생태계보 까지도 요구하여 정수장과 하수

처리장 건설, 비오톱 보 과 하천 가꾸기 등과 같은 다채로운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한편 수자원의 사용가치를 사용형태별로 보면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각각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생활용수는 최종생산물의 형태로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으

며 배제성이 높고 양 측면보다는 질 인 측면이 강하게 요구된다. 공업용수는 투입요

소의 성격을 지니며 배재성이 높은 편이지만 질  측면 보다는 양 으로 안정된 공 이 

요구된다. 농업용수는 공업용수와 같이 일부 배제가 가능하지만 비용체감 산업으로 지

역독 이 발생하기 쉬우며 농업용수는 농업의 발 과 국토의 균형  발 에 도움을 주

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한 한발에 비한 보험성격도 지니고 있다. 

표 2-7.  수자원의 가치유형

가치구분 수자원에 한 요구 사용형태 수혜 상

직 사용가치

 1.농업용수확보  - 투입요소 농민

 2.공업용수･ 업용수  - 투입요소 산업인

 3.생활용수  - 최종생산물 이용자

간 사용가치  4. 크리에이션 용수 이용자

? (선택･미사용)  5.경 제공 국민 체

? (선택･미사용)  6.자연생태계보 국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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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환경편익과 손실의 기

  무엇이 환경편익이며 무엇이 환경손실인지를 정의하기 해서는 편익과 손실을 식별

하는 기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기 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과학  

식견은 물론이고 기본  인권, 정의, 사회  가치 단과도 하게 련이 있으며 나라

와 제도, 시 , 정치 상황은 물론 그 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의 부존량에도 의

존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미국 스콘신 학 Bromley교수는 기 의 문제를 소유권과 련지어 검토한 후에 

농업이 기  이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편익을 제공하고 기  이하로 환경

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

편익과 환경손실에 한 생각을 바탕으로 수자원 평가액과 환경가치의 공 비용에 

을 맞추면서 이를 살펴본다.

  <그림 2-5>의 종축은 환경의 가치와 공 비용을 횡축은 환경수 을 나타낸다.   a는 

수질오염방지 등과 같은 환경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상황의 환경수 (수

질)이다. 환경개선에는 수질보 에 따르는 비용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수 을 향상

시키기 한 총비용은  a에서부터 환경공 비용 곡선이 체증 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  r은 최소한 제공되어야만 하는 환경수 으로 사회  합의를 얻고 있으며 기

 r의 달성을 하여 sr만큼의 비용이 이미 부담되고 있다고 가정하자.  기  r보다 

환경이 개선된다면 환경편익이 발생하고 기  r보다 환경이 악화된다면 환경손실이 발

생한다고 정의하자. 이 때  s를 통하여 환경가치곡선이 그려지며 그 변화는 환경수 의 

향상과 더불어 체감 으로 증가하며  r보다 오른쪽 역에서 환경가치의 증가분은 환경

편익에 응하고 왼쪽 역에서 환경가치의 악화분은 환경손실에 응하고 있다.

그림 2-5.  기 과 환경편익․환경손실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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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수자원이 지닌 다원 기능이 높은 환경수 을 제공하며 이것이 횡축상의  

e로 표시되었다고 하자.  이 때 다원  기능에 의한 환경편익은 기 을 넘은 가치로서 

로 평가되고 이를 공 하기 해서는 비용 fe가 필요하기 때문에 순편익은 df가 된

다.   환경수 이 a까지 떨어졌을 때 만큼의 환경손실이 발생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가정 하에서 사회 체의 가장 효율 인 환경수 을 구하면 환경가치곡

선과 환경공 비용곡선의 차가 최 로 되는  e*가 되며 이 수 에서 다원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공 을 유도하는 것이 비용  효과가 가장 높은 수자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수 을 계측하기 한 방법으로 경제학 인 방법의 용을 검토할 수 있다.

3.2.4. 수원함양 기능에 한 비용부담

  수자원의 가치를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해서는 비용부담이 요한 문제이다. 이를 

해 먼  일반 으로 이용되는 비용부담의 원칙을 살펴본 다음 수자원함양기능과 련

된 비용부담을 검토하기로 한다.

가.  비 용 부담의 일반 인 원칙

  비용부담의 일반 인 원칙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당사자를 한정하기 쉬운 경우

와 당사자를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나  수 있다. 당사자를 한정하기 쉬운 경우의 비용부담원

칙으로서는 당사자간 교섭, 오염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 공공부담 등을 들 수 있다.

(1) 당사자간 교섭

  환경편익과 환경손실 모두에 해당된다. 코오즈정리에 따르면 소유권의 부여와 계없

이 가해자와 피해자 가운데 군가가 보상할지라도 자원이 효율 으로 배분된다. 단 소

득분배상의 효과는 다르다. 한 거래비용을 무시할 수 있다(당사자가 소수)는 것과 완

정보 조건의 가정이 필요하다.  

(2) 오염자부담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PPP)

  1972년 OECD [환경정책의 국제경제면에 한 지도원리] 가운데 제창되어 국제무역

에 있어서 각국의 경쟁조건 균등화, 공평한 자유경쟁을 목 으로 한다. 오염자가 제1부

담자로써 공해방지와 제어장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최 오염수 을 실 하기 한 가

격 메카니즘을 이용하는 정책수단으로써 PPP가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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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자부담원칙 (Beneficiary Pays Principle ;BPP)

  편익의 수익자가 편익을 제공받기 한 비용을 부담한다. 를 들면 수원림보 을 

한 비용을 하류지역주민이 부담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공공부담

  이용의 공공성이나 공동성을 근거로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세로써 편익

공 비용을 부담한다. 를 들면 공공사업, 하수도 건설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당사자를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부담원칙으로서는 공 자 가원칙, 공공부담 

등을 들 수 있다.

(가) 공 자 가원칙 (Provider Gets Principle ; PGP)

편익의 수익자를 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 기 이 편익의 공 자에게 가를 

제공한다. 

(나) 공공부담

이용의 공공성이나 공동성을 근거로 사회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부담한 조세로써 비

용을 부담한다.

나.  수자 원함양기 능 에 한 비 용 부담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공공재는 원이 동시에 동량을 소비할 수 있는 비경합성과 

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재화를 이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이란 특성을 지

닌 재화를 말한다. 우수한 경 제공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그 편익을 리면

서(비경합성) 그 편익의 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익의 제공이 거부되는 일은 

없다(비배제성)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수자원의 비용부담 문제를 검토하는데 있어

서는 특히 배제성이 요한 단기 이 된다. 

  여기서는 주로 수익자의 한정과 련된 배제성의 고 와 환경과 편익의 단기 인 

기 을 조합하여 수자원의 다원  기능을 유형화하고 비용부담 방법을 논의한다. 수

자원의 가치와 수익형태에 따라 다원  기능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수익자의 한정 정도

와 환경가치에 따라 <표 2-8>의 유형 A~D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유

지･발휘하기 한 정책선택에 있어서도 요한 단기 이 될 것이다. 



- 25 -

표 2-8.  환경가치와 수익형태에 따른 수자원의 다원  기능의 유형화

수익자의 배제성

높다 낮다

환경가치

환경편익제공
유형 A :
 ○ 환경교육 장소
 ○ 크리에이션 장소

유형 B :
 ○ 경  보
 ○ 자연생태계보

환경손실방지
유형 C :
 ○ 수자원함양

유형 D :
 ○ 홍수방지

  이러한 비배제성에 주목할 때 재화는 ①수익자가 한정되고 각 사람마다 편익의 제공

을 선별할 수 있는(비배제성이 없다)경우, ②수익자가 한정되기 쉽고 어떠한 수단에 의

해서 배타 으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비배제성이 낮다) 경우, ③수익자의 한정이 곤

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편익이 제공되는(비배제성이 높은)경우로 구분할 수 있

다. ①은 시장재가 되며 ②와 ③이 공공재나 다원  기능에 해당한다. ②의 사례로는 고

속도로와 같이 도로라는 공공재이면서도 혼잡회피나 이용자부담을 고려한 배제성을 도

입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1) 유형 A(배제성이 높고 환경편익의 제공과 련한 기능)

  유형 A는 사회 으로 유지해야 하는 환경수 보다도 높은 편익이 제공되며 그 수익자

가 용이하게 한정되는 경우이다. 를 들면 크리에이션을 체험하는 수상놀이기구 등

이 이러한 분류에 속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참가자로 한정되고 비참가자보다도 큰 이익

을 리므로 이러한 체험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수익자부담원칙을 용시켜 일정한 부담

을 요구해도 사회  합의를 얻을 수 있으며 사실 이미 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슷

한 사례로는 산림이 질 이나 양 으로 좋은 수자원을 함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자원

기 과 상수도요 에 의한 수자원림 유지 리비용의 일부분에 한 수익자부담도 생각

할 수 있다.

(2) 유형 B(배제성이 낮고 환경편익의 제공과 련한 기능)

  유형 B는 사회 으로 유지해야하는 환경수 보다도 높은 편익이 제공되지만 그 수익

자의 한정이 기술 으로 곤란할 경우, 혹은 기술 으로는 가능하지만 배제비용이 편익

과 비교하여 고액이어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를 들면 수자원의 자연생태계보

 등의 기능은 이러한 분야에 속한다. 일반 으로 이러한 기능에서는 공동소비가 가능

하고 한 수익자의 한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비경합성｣과 ｢비배재성｣과 같은 공공재  

특성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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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 이러한 기능에 포함된 가치에는 이를 리기 하여 직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사용가치, 즉 수려한 수자원 경 을 후손에게 남겨 두는 가치, 혹은 다양한 

동식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 가치도 포함되어 있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형 B에 포함된 기능의 수익자 가운데 만약에 지역을 방문한 

직  이용자만을 상으로 하는 부담방법을 채용한다면 비용부담의 공평성에 어 나

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수자원경 과 자연생태계보 은 공 부담에 의한 방법이 가장 보

편타당하며 직 지불과 환경보조 의 상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능의 보 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 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 부담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 부담과 더불어 보 기 이나 사

용요 에 의한 수익자부담 등의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유형 C(배제성이 높고 환경손실 방지와 련한 기능)

  유형 C는 사회 으로 유지해야 하는 환경수 이 제공되며 수익자가 용이하게 한정되

는 경우이다. 를 들면 물과 련한 수량부족과 수질 하는 인간생활에 막 한 악 향

을 가져온다.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 다양한 이･치수와 

련한 개발과 조정의 역사를 거쳐서 수리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말단의 상수도 이용자

에게 이용량에 한 요 이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은 이용측면에서는 배제

성이 높고 수익자가 쉽게 한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물은 인간생활에 불가결하며 한 이용자가 수원을 극 으로 함양하는 제도와 시설

이 충분하지 않은 상에서 수자원의 유지･ 보 에 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 부담

이 당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극 인 리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조 과 환경지불도 있을 수 

있다. 한 수익자의 수자원 함양과 련한 의식이 향상될 경우에는 수자원기  등을 통

하여 유지 리비용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일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유형 D(배제성이 낮고 환경손실의 방지와 련한 기능)

  유형 D는 사회 으로 유지해야 하는 환경수 의 제공이지만 수익자의 한정이 기술

으로 곤란한 경우 는 기술 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배제비용이 비교  많이 소요

되므로 이러한 행 가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를 들면 홍수방지기능에 하여 살

펴보면 하천유역의 물리  조건으로 인하여 수익범 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익자의 한정

은 비교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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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참가와는 달리 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수익자를 

홍수방지기능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일반 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비배제성이 존재한

다.  한 수익자사이에서는 자연  조건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의 수익량 증가가 다른 

사람의 수익량을 낮추는 일은 거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경합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 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홍

수방지기능의 효과는 ｢환경손실 방지｣이며 기본 으로 공 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여겨지며 지불의 상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① 배제성이 높고 수익자의 한정이 용이할 경우에는 수익자부담

을 ② 배제성이 낮고 수익자의 한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공 부담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유형A : 입장료, 이용료 (수익자부담), 유형B : 환경보조 , 직 지불 (공 부담), 

각종기 , 상수도요 에 첨부, 이용료 (수익자부담), 유형C : 환경보조 , 환경지불, 환경

유지조성  (공 부담), 수자원기 , 상수도요 에 첨부 (수익자부담의 병행), 유형D : 

환경보조 , 직 지불, 세 (수익자부담의 병행) 등이 될 것이다.

  수원함양림의 수자원 보 은 수자원의 경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형 C로 분

류할 수 있지만 수자원의 자연생태계보 이나 홍수방지라는 기능까지 포함한다면 유형 

B나 유형 D와도 련되기 때문에 양자를 병행한 비용부담과 보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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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외 수원함양림의 공익가치 환원사례  시사

1. 국외 수원함양림의 공익  가치 환원사례

1.1. 일본

1.1.1. 수원지 치산 책

  일본은 수자원함양과 련하여 국가차원에서 별도의 수원지 치산 책(2006년 8월)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치산사업은 산림을 유지하고 조성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한 수원함양, 생활환경의 보 과 형성 등 요한 국토보 정

책의 하나이다. 이 때문에 치산사업은 산림정비보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으로 추

진하고 있다.

가.  치산 사업 의 개요

  치산사업은 산림법(1951년 법률 제249호) 제41조에서 규정하는 보안림의 지정목 을 

달성하기 한 보안시설사업과 토양유실방지법(1958년 법률 제30호) 제51조 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보안림 등이 치한 지역에서 실시하는 토양유실방지공사 등의 사업을 총

칭한 사업을 의미한다(국유임야사업특별회계법 제1조 제4항)11. 기본 으로 산림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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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업 내용

1960 치산치수긴 조치법제정

치산10개년계획 책정

1965 제2차 치산사업 5개년계획 각의 결정

1969 제3차 치산사업 5개년계획 각의 결정

1972 제4차 치산사업 5개년계획 각의 결정

비와호 종합개발계획 수립

1974 수원지역 책 특별조치법 제정

1977 제5차 치산사업 5개년 계획 각의 결정

도도부  수원림기  등의 창설개시

1979 요 수원산지 정비치산사업 개시(2/3보조)

1981 일본임업 회 수자원부회 발족

특별 요 수원산지 정비사업 개시(2/3보조)

1982 제6차 치산사업 5개년 계획 각의 결정

수원지 산림기능 연구회 설치(건설성과의 공동조사)

1983 수원지 치산 책실 설치

水土보 기능강화 종합모형사업 개시(2/3보조)

1985 산림의 공익 기능 확충 추진 의회 발족

수원세 창설운동 개

보안림 정비 정 진사업 개시

1986 산림하천 긴  정비세 창설운동 개

1987 제7차 치산사업 5개년 계획 각의 결정

수원지역 긴 정비사업 개시(2/3보조)

녹색과 물 산림기 이 (사)국토녹화추진기구에 설치

1988 보육사업의 상산림을 확

개폐장치부착 치산  설치 선정요건을 정리 

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로서 수원함양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최근 국산재의 

가격정체, 경 비용 상승에 따라 임업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표 3-1.  일본의 수원지 치산사업 연표(1960년도 이후)

11 일본의 치산사업은 산림법  토양유실방지법에 기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산림법은 제41조에

서 “법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목 을 달성하기 해 행하는 산림조성사업 는 

산림조성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보안시설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법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목표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토사붕괴방지, 비사방지, 풍해, 수해, 조해, 干害, 설

해 는 霜害의 방지, 낙석 험 방지, 화재의 방지 등을 의미함. 토양유실방지법은 제2조에서 

“토양유실방지구역내에서 토양유실방지를 한 공사”를 토양유실방지공사로 정의하고 있음(임

야청소  토양유실방지구역은 토양유실 등 방지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지역과 련

하여 지정된 구역으로 2006년 3월 31일 재 1,866개소로 면 은 103,196ha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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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업 내용

1989 집락수원산지 정비사업 개시(2/3보조)

산림수자원문제 검토 원회 설치

水土보 기능 강화 조사(산림기 사업) 개시

足尾지구 치산사업효과 조사 원회 설치

1990 폭설지  水土보 기능강화 모형사업 개시(2/3보조)

“산림수자원 책의 새로운 기술  개 보고” (산림수자원문제 검토 원회)

산림수자원 책 추진사업 개시

“산림과 수자원” 간행

1991 수원지역 산림종합정비사업 개시(2/3보조)

유역별 산림수자원기능 정량화조사 개시

1992 수질보 특별 책 치산사업 개시(2/3보조)

제8차 치산사업 5개년 계획 각의 결정

1993 화산지역에는 5.5/10 보조

1994 수질보 환경정비사업 개시(1/2보조)

1995 보안림기능 강화 책(보안림개량사업  보육사업 확충) 개시

“수원산림100선” 선정

1996 산림수환경 종합정비사업 개시(1/2보조)

갈수지역 상류 산림정비지침책정 조사 개시

1997 수원산림 조합정비사업 개시(1/2보조)

고향생활환경정비 책(집락수원산지 정비사업과 임업지역 종합정비사업) 개시

수원지역산림 정정비조사 개시

제9차 치산사업 5개년 계획 각의 결정

1998
등의 砂, 濁水방지  수원함양기능강화 긴 책(치산사업, 산림보 정비사업, 

방사사업, 하천종합개발사업) 개시

1999 간벌재를 이용한 목제방재시설 정비 책(치산사업, 사방 련사업) 개시

2000 수원지 치산 책실을 확충하여 수원지치산기획반과 수원지치산지도반 설치

집락수원산지정비사업을 확충하여 保水형 치산 을 신설

2001 水土보 기능사업 평가지침책정조사 개시

제3회 세계물포럼개최

2002 기능 하보안림 긴 정비 책 강화(보안림 리도로 정비사업 확충)

오지보안림 보 책 모형사업 개시

2003 유목재해방지 긴 책

풍요로운 바다와 산림을 육성하는 종합 책 개시

2004 수원유역 역보 사업 개시(1/2보조)

2005 수원유역 지역보 사업 개시(1/2보조)

오지보안림보  긴 책사업 개시(1/2보조)

제4회 세계물포럼 개최

2006 오지보안림보  긴 책사업 확충(유목 등의 제거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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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산림정비가 늦어지고 기능이 하된 산림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의 기

능회복  향상을 해 치산사업, 산림정비사업의 실시 등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치산사업은 수원지역의 보안림에 해서 산림정비  산지보 을 한 사업을 극

으로 추진하여 산림의 가지는 수원함양기능의 확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민유림의 치산사업은 수원지 치산사업 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수원유역 역보 , 

수원유역 지역보 , 오지 보안림 보 긴 책의 3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유역

역보 사업은  상류 등 수자원의 확보 상 요한 수원지역에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

양기능을 고도로 발휘하고 수자원의 확보와 국토보 을 해 황폐지, 황폐이행지 등 복

구 정비  황폐산림 등의 정비를 종합 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원유역지역보 사업이란 재해 책 등으로서 수토보 시설의 정비와 병행하여 수자

원함양시설, 수질보 시설의 정비와 산림정비를 일체 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오지

보안림보 긴 책사업은 오지보안림의 황폐지와 황폐산림을 침활혼요림 등으로 재생

할 수 있도록 산림정비와 간편하고 효과 인 치산시설의 정비를 긴 하게 실시하는 것

을 말한다.

나.  주요 사업 내용

(1) 수원유역 역보 사업

① 취지

  양질의 물의 안정  공 과 안 한 국토기반의 형성에 한 국민  요청이 높아짐에 

따라 수원지역산림에 해서는 물 유출의 안정화와 토사유출의 억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원함양기능이 하된 황폐산림의 정비가 시 한 과제로 두되었다. 이를 

해  상류 등 수자원의 확보 상 요한 수원지역에 해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기능을 

고도로 발휘하여 수자원의 확보와 국토보 을 해 황폐지, 황폐이행지 등 복구정비  

황폐산림 등의 정비를 다면  종합 으로 실시한다.

② 채택기

  다음 1～3 조건  어느 하나와 4～6의 체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수 등 상 가구가 100호 이상이 집락되어 있는 수원지역으로 산림면 이 약 200ha

이상 지역에서 실시(단, 離島, 奄美群島  沖縄縣에 해서는 가구 50호 이상, 산림

면 이 100ha이상의 지역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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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사유입 등이 한 과 연계된 수원지역으로 산림면 이 약 3,000ha이상이고 육

성복층림으로의 유도․조성 등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산림면 이 약 100ha이상인 지

역에서 실시

3. 1  2 조건 이외의 수원지역으로 산림면 이 약 1,000ha이상이고 육성복층림으로의 

유도․조성 등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산림면 이 50ha이상인 지역에서 실시

4. 해당지역 산림면 의 약 30%이상이 산림법 제25조 제1항 제1호～7호까지에 나타나 있

는 목  가운데 어느 하나를 달성하기 한 보안림(보안림 지정이 확실한 것을 포함)

5. 해당지역 산림황폐율이 0.5%이상이거나 는 방치하면 0.5%이상으로 이행될 가능성

이 높은 지역

6. 체계획의 사업규모가 1억 5천만 엔 이상(단, 離島, 奄美群島  沖縄縣에 해서는 

7,500만 엔 이상)

③ 사업내용

․ 황폐산림의 정비(육성복층림으로의 유도․조성 등)

․ 임상식생의 정비(임상식생의 도입 진)

․ 수토보 시설의 정비(治山  工, 土留 工, 透水  工, 浸透促進工付治山  工 등)

․ 流木방지시설등의 정비(유목방지형  공, 유목 등의 제거)

․ 도로망의 정비(보안림 리도, 작업도 등)

․ 산림 리시설의 정비(방화림 , 표식류 등)

․ 보안림의 매입

④ 사업실시주체  보조율

․ 도도부 : 1/2(火山지역: 5.5/10)

⑤ 산의 추이

표 3-2.  수원유역 역보 사업 산의 추이(2001～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시설지구수

(개소)

신규 37 31 25 22 15 15

계속 166 161 150 128 125 99

합계 203 192 175 150 140 114

사업비(백만엔) 27,524 23,018 20,683 17,978 14,386 10,770

국비(백만엔) 13,628 11,400 10,240 8,909 7,123 5,333

자료: 林野廳水源池治山 策室. 2006. 8. 「水源地治山 策のあらま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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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유역지역보 사업

① 취지

  집락의 생활용수 등의 확보 상 요한 수원지역으로서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기능을 

고도로 발휘하도록 함으로서 국토의 보 , 양질의 생활용수 등의 확보와 병행하여 수산

자원의 유지․배양․보건휴양에도 향을 주므로 황폐지, 황폐이행지 등 복구정비  

황폐산림 등의 정비를 실시한다.

② 채택기

  다음 1～3의 하나와 4  5의 조건을 만족할 것, 는 6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1. 수 등 상 가구가 30호 이상의 집락이 형성된 수원지역으로 당해 지역내 산림면

이 약 100ha이상 이거나 산지황폐율이 0.5%이상, 는 방치하면 0.5%이상으로 이행

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실시(단, 離島, 奄美群島  沖縄縣에 해서는 가구수가 

15호 이상으로 산림면 이 약 50ha이상 이거나 산지황폐율이 0.5%이상, 는 방치하

면 0.5%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실시)

2. 집락의 직 수도수원(간이수도 등)이 되는 취수시설 등과 계있는 수원지역으로서 

당해지역내 산림면 이 약 80ha이상 이거나 산지의 황폐등에 의해 취수시설 등에 토

사가 유입되어 수질오염 된 지역에서 실시(단, 離島, 奄美群島  沖縄縣에 해서는 

산림면 이 약 40ha이상 지역에서 실시)

3. 생활용수 등 수원이되는 계류, 수지  湧水地(이하 수지 등으로 함)와 계있는 

수원지역으로 당해 지역내 산림면 이 약 300ha이상이거나 산지의 황폐 등에 의해 

수지 등에 토사가 유입되어 수질오염 된 지역에서 실시(단, 離島, 奄美群島  沖縄縣

에 해서는 산림면 이 약 100ha이상 지역에서 실시)

4. 당해지역내 산림면 이 약 30%이상이 산림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부터 7호까지 나

타난 목 의 어느 하나를 달성하기 한 보안림(보안림으로 지정이 확실한 것을 포함)

5. 체계획의 공사규모가 1억 엔 이상인 경우(단, 離島, 奄美群島  沖縄縣에 해서는 

5,000만 엔 이상)

6. 3～5의 체 조건을 만족한 지역과 동일한 유역(당해유역내 산지황폐율이 0.5% 는 

방치하면 0.5%이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토사 등의 유출에 의해 하

천과 해양 등의 수질오염을 히 시키는 곳에 한정)에 존재하여 산림법 제25조제1

항제1호에서부터 7호까지 나타난 목 의 어느 하나를 달성하기 한 보안림과 겸종 

지정된 어부보안림이 있는 지역에서 실시



- 34 -

③ 사업의 내용

․ 수토보 시설의 정비(治山  工, 土留 工, 透水  工, 浸透促進工付治山  工 등)

․ 수자원함양시설의 정비(보수형 치산  工  일체  山脚고정, 溪岸침식방지를 

한 柵工, 후돈 籠土 留工)

․ 수질보 시설의 정비(沈砂池, 濁水방지공, 철제스크린  공, 수생식물의 植込)

․ 험목 등의 제거

․ 황폐산림의 정비(육성복층림으로의 유도․조성)

․ 溪畔산림의 정비(溪畔林조성)

․ 로망의 정비(보안림 리도, 작업도)

․ 산림 리시설의 정비(방화림 , 표식류, 작업시설)

․ 환경보 시설의 정비 등

④ 사업실시주체  보조율

․ 도도부 : 1/2(火山지  5.5/10)

⑤ 산의 추이

표 3-3.  수원유역지역보 사업 산의 추이(2001～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시설지구수

(개소)

신규 28 29 31 26 19 25

계속 98 94 80 79 74 57

합계 126 123 111 105 93 82

사업비(백만엔) 9,394 7,982 7,242 6,674 5,499 4,070

국비(백만엔) 4,700 4,000 3,650 3,376 2,787 2,090

자료: 林野廳水源池治山 策室. 2006. 8. 「水源地治山 策のあらまし」

(3) 오지보안림보 긴 책사업

① 취지

  오지수원지역 등의 황폐지와 황폐산림에 해 유역 체의 수원함양기능과 토사유출

방지기능 등의 고도발휘를 해 종래공법과 간이공법 등에 의한 치산시설의 정비와 침

혼교림 등으로 재생을 한 산림정비를 일체 으로 실시한다.

② 채택기

  오지수원지역 등의 보안림에 있어서 자연 상의 의해 발생한 황폐지, 황폐산림 등으



- 35 -

로 황폐의 확  는 토사, 유목 등의 유출에 의해 히 하류에 피해를 주었거나 는 

피해를 당할 경우에 유역보  상 요한 것으로 다음 체가 이에 해당한다.

1. 1  하천 는 2  하천 상류에 치하며 사업 상지역의 보안림면 이 약 50ha 이상

일 것(단,  離島, 奄美群島  沖縄縣에 해서는 보안림면 이 약 25ha이상일 것)

2. 연도계획의 공사규모가 800만 이상일 것(단, 離島, 奄美群島  沖縄縣에 해서는 

400만 엔 이상)

③ 사업내용

․ 지에서 자생하는 엽수 등을 활용한 산림정비(침 혼효림화)와 종래의 공

법․ 지발생 재를 이용한 공법 등에 의한 치산시설의 정비 등을 일체 으로 실시

․ 계류와 치산  등에 이상 집 되어 있는 유목 등의 제거. 단, 상술한 사업내용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

④ 사업실시주체와 보조율

․ 도도부 : 1/2(화산지역 5.5/10)

⑤ 산의 추이

표 3-4.  오지보안림보 긴 책사업의 산 추이(2005～2006)

구분 2005 2006

시설지구수(개소)

신규 77 59

계속 5 45

합계 82 104

사업비(백만엔) 2,223 3,244

국  비(백만엔) 1,100 1,605

1.1.2. 일본 神奈川의 수원함양림 조성사업12

가.  개요  방법

  1993년에 산림조성계획을 책정하고 생태계보존산림  수원함양 지역에 있는 산림에 

12 본 내용은 2007년 지조사결과와  神奈川縣 環境農林部林務課에서 발행한 ｢神奈川の森林․林

業(2006)｣의 일부를 요약하 으며 구체 인 수원림 조성사업의 요령에 해서는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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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 리를 추진해 왔으며, 1995년 말부터 1996년 에 걸쳐 겨울 이상갈수(異常

渴水)를 계기로 수원림 조성사업을 시작하 다. 

  수원림 조성사업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이 있다. 

- 첫째, 력 약: 산림 소유자가 행하는 산림정비의 경비일부를 보조, 

- 둘째, 수원 정림: 산림 소유자와의 정(임  등)에 의해 이 산림을 정비, 

- 셋째, 수원분수림: 산림 소유자와의 분수계약에 의해 이 산림을 정비, 

- 넷째, 매수: 귀 한 산림과 수원지역의 보 에 요한 산림을 매입, 이 보  정

비하는 방법이다(상세한 내용은 <표 3-6>을 참조).

  수원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들 제도들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

면 먼  력 약은 수원조림조성사업에 력해서 스스로 산림정비를 행하는 산림소유

자에 해서 기존의 조림보조에 덧붙여 조림보조 상이 되지 않는 임령이 높은 산림의 

정비에 해서도 보조를 하는 등 지원을 확 하는 제도이다.

  수원분수림은 삼나무, 편백을 식재하여 지 까지 정비를 해 왔으나 후 스스로 정비

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산주들에 해서 이 산림을 정비하며, 계약시부터 임

령이 70년생 이상이 될 때 까지 리를 하여 벌채 시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 결정된 비율

로 분수하는 제도이다. 단, 상이 되는 것은 도로에 근 하여 수익발생이 가능한 산림

이 해당된다. 산주가 지 까지 산림 리에 투자한 경비의 일부를 입목을 과 공유하는 

가로서 계약 시에 이 지불한다. 

  수원 정림제도에는 수원림정비 정과 수원림육림 정 등 두가지가 포함된다. 먼  

수원림정비 정은 엽수림을 보유하고 있는 산주와 삼나무, 편백을 식재하 으나 기상

해와 노동력이 부족하여 계속 육림을 하기 어렵고 후에도 노동력을 투입하기 어렵다

고 생각하는 산주들로부터 이 20년간 산림을 임차하여 산림노동력을 투입하여 리를 

행하는 제도이다.  단, 계약기간 에는 매년도 임차료를 이 지불한다.

  한편 수원림육림 정은 삼나무, 편백 인공림을 상으로 산주와 이 정을 체결하

여 산림 리는 산주가 행하고 은 건 한 인공림(통상 단층림정비)를 목표로 산림정비

를 행하는 제도이다. 단, 토지에 지상권과 임차권 등의 권리는 설정하지 아니하며 보안

림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수의 경우 입목과 토지  입목매수 두가지를 포함하게 되는데 입목매수의 경우 표 벌

기를 넘은 삼나무, 편백의 입목을 이 산주로부터 매수하고 산림 리를 행하는 제도이다. 

단,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이 입목을 벌채하고 수익을 얻을 경우 수익으로부터 지

에 상당한 부분을 산주에게 지불한다. 토지와 입목매수의 경우 수원림조성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수원지역의 보 상 특히 요한 산림을 이 산주로부터 매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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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산 516,581 371,024 357,897 354,940 355,098

교부 상면 136,230 136,363 136,862 136,145 136,460

표 3-5.  사업추진실
단 : 천엔, ha 

주: 교부 상 면 의 2001년도 이후는 목표치이며, 그 은 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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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비계획의 책정, 리도로의 정비, 산림국 보험에 가입, 계약지의 경계정비 등을 

이 수행한다.

나.  목 표 산 림

  수원함양기능 등 산림이 지니는 공익  기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리가 부족한 인

공림에 해서는 가지치기, 간벌 등의 리를 비롯하여 최종 으로는 거목숲, 복층숲, 혼

효림으로 유도한다.

그림 3-1.  목표산림의 유형

거목숲: 삼나무·사이 러스의 인공림은 장기에 걸
치는 간벌 등의 리를 실시함으로써 수령 100년 
이상의 거목숲이 된다. 거목숲에서는 여러가지 
목이 자라서 다양한 깊이로 뻗어 나간 뿌리가 토
양의 유출을 방지한다.

복층숲: 삼나무·사이 러스의 인공림은 일정한 임
령이 될 때까지 간벌 등의 손질을 실시함으로써 
수령이 다른 상하 2층의 산림이 된다. 상목을 잘라
도, 하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확시의 나지화, 
원화를 막아 토양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혼효림: 삼나무·사이 러스의 인공림에 있어, 토지 
본래의 엽수가 자연스럽게 나 오는 조건을 정돈
해 삼나무·사이 러스와 엽수가 혼생하는 산림
을 조성한다. 다양한 수종으로 구성되면 여러 깊이
의 뿌리가 토양의 유출을 방지한다.

활엽수숲: 토양 보 공, 식생 보호책의 설치, 산림
의 손질 등을 실시함으로써 토양을 안정시켜 토지 
본래의 여러 목을 기른다. 다양한 수종으로 구성
됨으로써 여러 깊이의 뿌리가 토양의 유출을 방지
한다.

자료: 神奈川の森林․林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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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방법
력 약 수원분수림

수원 정림 매수

수원림정비 정 수원육림 정 입 목 토지  입목

내 용

수원림조성에 력

하여 스스로 산림정

비를 하는 산주와 시

정 이 약체결후 

정비지원

산주와 이 분수육

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산림정비(벌채

시 수익이 발생하면 

분수함)

산주에게서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산

림정비(매년도 임

차료를 지불)

산주와 이 

정을 체결하고 

산림 리는 산주

가 하고 이 산

림정비

이 입목을 매입하

고 산림정비(벌채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일부를 지 로서 지

불)

이 산림을 매입

하고 산림정비(매

각에 해서는 일

정의 기 을 세워 

행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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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산림

삼나무, 편백 인공림, 

활엽수림

삼나무, 편백 인공림 

(도로에 가깝고 수익

발생 가능 산림

삼나무, 편백 인공

림, 활엽수림

삼나무, 편백 인

공림
삼나무, 편백 인공림

삼나무, 편백 인공

림, 활엽수림

상

임령

인공림:11년생이상,

활엽수:제한없음
원칙 21～50년생

인공림:11년생이상, 

활엽수:제한없음

원칙 

11년생 이상

삼나무:원칙40년생이

상 소나무:원칙45년

생이상

제한없음

목표

산림

단층림, 복층림, 거목

림, 침활혼효림, 활력 

있는 활엽수림

복층림
침활혼효림, 활력있

는 활엽수림
건 한 인공림 거목림

거목림, 침활혼효

림, 활력 있는 활엽

수림

계약 

종류
력 약

수원 분수림

계약

수원림 정비

정계약

수원림

육림 정

입목매매계약수원림

토지이용분수계약

토지  입목 매

계약

계약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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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기간
주벌완료시까지 임령 70년 이상 20년간 20년간

임령100년생까지 

는 50년간
-

계약

규모

원칙 1단지 0.1ha 

이상
원칙 1단지 2ha이상(복수의 소유자를 포함해서 1단지 2ha이상까지도 포함)

의 

취득  

권리

없음

토지:지상권

(등기함)

입목:공유지분권

토지:지상권

(미등기)

입목:미취득

미취득

토지:지상권

(등기함)

입목:소유권

토지․입목:

소유권(등기함)

계약 

등에 

수반된 

보조․ 

가 

․조림보조사업의 

보조에 덧붙여

․조림보조 상외에 

한 보조

․작업로정비 보조

․삼림기능회복을 

한 보조

․정산 (1,200만엔

/ha)

․소유자의 분수비율

(4～7할:임령  정

비상황에 따라 다

름)

․복층림조성에 

의해 식재된 하층목의 

무상양도

․임차료

(연간 27,000엔/ha)

지불(단, 계약 

년도는 1할을 계

산)

- ․입목 의 지불

․토지이용분수계약

에 있어서 토지소

유자의 분수비율

(4할)

․토지  입목

의 지불

계약에 

따른 

제한

․2ha이상 일제개벌

지

․보조사업실시후 5

년 이내에 용  

개벌 지

․계약 상지  상 

입목의 제3자에 

한 양도, 권리설정, 

부 등 제한

․계약 상지  

상 입목의 제3

자에 한 양도, 

권리설정, 부 

등 제한

․보안림지정

․ 정 상지  

상 입목의 제

3자에 한 양

도, 권리설정, 

부 등 제한

․계약 상지  

상 입목의 제3자

에 한 양도, 권

리설정, 부 등 

제한

-

표 3-6.  수원림 조성사업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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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수원림 조 성정 비 사업 과  자 연보호장려 제도와의 계

  산주가 정비하는 력 약산림에 해서는 자연보호장려 과 병행이 가능하나 이 

정비하는 확보사업산림( 정림, 분수림, 매수)은 병행이 불가능하다.

라.  계 약 차

  수원분수림, 수원 정림  매수를 희망하는 산주는 카나가와 에, 력 약을 희망하

는 산주는 산림소재의 시정 에 신청한다.

그림 3-2.  계약 차 

현

토

지

소

유

자

수원분수림, 수원협정림 및 매수

현

토

지

소

유

자

수원분수림, 수원협정림 및 매수

신
청

예비
조사

방
법
등

예
비
모
임

동
의
서

계
약
구
역
의

입
회

계
약
조
건
의

확
인

계
약

또
는

협
정

측량
조사

산림
정비

수원분수림, 수원협정림 및 매수

토

지

소

유

자

현

신

청

방

법

등

동

의

서

예

비

모

임

계

약

구

역

의

입

회

계

약

조

건

의

확

인

계

약

또

는

협

정
측량

조사

예비

조사

산림

정비

시
정
촌

산
림
소
유
자

협력계약

시
정
촌

산
림
소
유
자

협력계약

신
청

현지
확인

협
약
조
건
의

확
인

협

약

산림
정비

자료: 神奈川の森林․林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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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추 진  경 과 와 과 제

  1997～2006년까지 10년 동안 확보된 산림은 8,530ha이며, 수원림으로 정비된 산림의 

면 은 7,560ha로서 확보된 산림의 88.6%에 달하고, 수원환경세도입으로 본 사업은 탄

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체 사업계획면  41,410ha를 상으로 1997년부터 20년간 7할을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은 

차질 없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되지만 향후 산림정비를 담당할 노동력의 확보, 수원

림 조성사업의 범 가 재 벌채까지인데 반출․이용 등에 한 논의가 필요한 시 이다.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총 확보면 872 1,261 779 692 684 629 648 660 1,119 1,187 8,530

내 

역

확보사업 565 1,817 506 435 464 433 439 436 857 860 5,812

력 약 300 1,188 255 245 217 195 208 219 255 301 2,383

기부  7 1,255  18  12   2 -0.1   1 5 7 26 308

표 3-7.  수원림으로 확보된 산림면  추이(1997～2006)
단 : ha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총 정비면 283 332 506 766 788 982 828 974 941 1,158 7,560

내 

역

확보사업  69 146 213 403 505 629 448 503 476 631 4,022

력 약 215 186 294 363 283 353 381 470 466 527 3,538

표 3-8.  수원림으로 정비된 산림면  추이(1997～2006)
단 : ha

연도 산액
산액의 재원 내역

일반재원 국고지출  등
분담   
부담

기부 조입

1997 2,005 43 500 10 1,452

1998 1,843 88 500 10 1,244

1999 1,480 115 500 20 845

2000 1,533 142 500 20 870

2001 1,544 163 500 20 861

2002 1,477 161 500 20 796

2003 1,475 162 500 20 793

2004 1,539 152 500 20 867

2005 1,960 141 500 17 1,303

2006 1,832 139 0 17 1,677

2007 3,441 1,177 139 0 17 2,109

합 계 20,129 1,177 1,444 4,500 191 12,817

표 3-9.  수원림 조성을 한 사업재원 내역(1997～2007)
단 : 백만 엔

주: 분담   부담 은  기업청 수도사업회계로부터의 부담 , 조입 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조입

, 제수입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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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원림 트 제도

  수원림 트 란 5년 이상 정액의 기부 (1구좌 30만엔인 기부 을 연간 2구좌 이상) 

납부와 산림활동지원에 참가한 일반 주민  기업을 의미한다. 수원림 트 에게는 산

림활동에 필요한 용장소를 트  산림으로 설정하여 제공한다. 트  산림에는 기

업명이나 단체명을 표시함으로써 수원의 산림정비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다.

  수원림 트 에 한 혜택으로서는 특정 산림을 심으로 산림활동을 실시할 수 있

으며, 트  산림에는 참가 력활동을 의미하는 표시를 설치할 수 있어 산림정비사업

에 참가하는 사회활동을 홍보할 수 있다. 한 참가자는 지속 인 산림활동을 통하여 지

역의 환경보 에 공헌하고 있다는 을 실감할 수 있고, 법인세에서 기부  액을 손  

산입 할 수 있다.

  수원림 트 로써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2007년 6월 1일 재 자동차회사, 

맥주회사, 신문사 등 20개 업체가 참여 이다.

1.1.3. 東京都의 수원산림  제도13

가.  목

  동경의 수원인 多摩川의 상류 수원지에서 수도 수원림을 소유․ 리하여 산림이 지닌 

수자원함양  토사유실방지, 수질정화 기능의 향상을 도모한다. 그러나 사유림 가운데

에는 임업불황과 후계자부족 등으로 인하여 리하지 않는 산림이 범 하게 존재함으

로써 수원함양 등의 산림이 지닌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황폐화된 사유림의 재생에 기여하고 산림보 이 수원의 산림정비에 있어서 

요하다는 이해를 얻기 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학습활동과 볼란티어의 보 활동을 시행

하고 있다.

13 본 내용은 2007년 지조사결과를 요약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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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내용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학습활동, 보 활동, 기타 단체와의 제휴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습활동은 산림보 사업의 견학과 식재 등의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산림보

이 수원산림정비에 기여하는 효과를 이해시킨다. 학습활동은 볼란티어 등록자 이외에도 

연령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경도이외의 시민도 참가할 수 있다.

  보 활동은 사유림 소유자의 동의하에 수도국이 지닌 노하우를 활용하여 간벌을 실시

함으로써 엽수를 식재하고 수익성보다는 수원함양 등 산림이 지닌 기능 향상을 시

한 산림보 을 실시한다. 작업은 목, 토, 일요일에 실시하고 임업 문가의 지도하에 볼

란티어가 실시한다.

  기타 단체와의 제휴는 환경국의 [동경도 녹색 볼란티어] 제도에 등록하여 활동의 PR, 

볼란티어 모집을 실시하는 등 계국과 제휴하면서 사업을 실시한다.

다 .  사업 비 와 사업 규모

  일본 동경도 수도국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5년 사업비는 2,947만 엔으로 독자재원으

로 마련하여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업규모와 추이는 <표 3-10>과 같다.

표 3-10.  사업규모의 추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사

업

규

모

추

이

학습활동실시횟수(회) 3 3 3 3

학습활동참가인수(인) 119 69 65 80

학습활동경비(천엔) 7,211 3,283 2,740 -

보 활동실시횟수(회) - 82 141 140

보 활동참가인수(인) - 608 1,370 1,260

보 활동경비(천엔) - 39,763 40,056 -

볼란티어 계(인) - 303 479 -

활동

실

산림(ha) 1.12 0.41 1.11 -

식재(ha) 1.12 0.41 0 -

하 (ha) 0.60 1.72 3.55 -

간벌(ha) - 4.15 7.12 -

가지치기(ha) - 4.15 4.72 -

사슴 책(ha) - 1.12 0.60 -

자료: 일본 동경수도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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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14

1.2.1. 뉴욕시의 수계 리 로그램

가.  개요

◦ 재정지원 상 수자원 련 생태 서비스: 뉴욕시에 공 되는 물의 정화작용

◦ 서비스공 주체: 상류지역 산림소유자, 농부, 목재 회사

◦ 서비스에 한 지불: 물 사용자들이 낸 뉴욕시의 세 에 추가하여 뉴욕시 채권, 연방

정부, 뉴욕 주, 집수지역의 지방정부에서 마련한 자

◦ 제도  장치:

• 재정

- 세수: 뉴욕시 수도세의 부가세(수혜자가 지불)

- 뉴욕시 채권

- 신탁기 (뉴욕시가 조성하고 리)

• 지주들에 한 보상

- 비용 분담/보조  로그램: 농부들과 산림소유자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산림 리

를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인 비용을 보조

- 산림 리개선을 한 벌채허가: 정부가 산림 리 서비스의 개선에 한 보상으로 

목재회사들에게 추가 인 벌채 허가를 제공

- 차별화된 토지 이용세: 좀 더 나은 토지 리에 한 재산세 인하

• 소유재산권 환

- 개발권한의 정부취득  양도: 최선의 리방법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농부들과 지

주들에게 국유지의 개발권한을 분배

- 토양보 지역권(地役權): 생태  요성이 높아 생산 활동의 단을 요구하는 토

양보 지역권을 정부가 개인소유자로부터 구입

- 수문학 으로 민감한 토지의 구입

14 자세한 내용은 Daniele, P-M. and P. D., Esq. 2001. Case Studies of Markets and Innovative 

Financial Mechanisms for Water Services from Forests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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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개발

- 비목재임산물에 한 새로운 시장: 목재에 한 의존도를 낮추기 해 정부와 지

역사회를 심으로 새로운 시장 장려

- 목재상품 인증제: 지방 원회의 인증된 목재상품을 한 시장개척

나.  배경

  뉴욕시의 9백만 거주자들은 시에서 12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Catskill 과 Delaware 

수계에서 식수의 90%정도를 공 받고 있으며, 이 수계들은 77,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

는 거의 1600제곱마일 정도의 지역에 걸쳐있다. 이 수계 지역의 75%정도는 숲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130명 정도의 목재상들이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 뉴욕시의 나머지 10%의 

식수는 더 작고 더 산업화된 Croton수계에서 공 받고 있다.

  이러한 수계들에서 공 되는 식수의 질은 매우 높았으나 1980년  후반부터 미생물 

오염에 한 우려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1989년에 미 환경 보호국(EPA)가 모든 공 되는 

표면수가 여과처리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발의했다. 이 조건은 이미 처리 과정이 있거나 

자연 상태에서 안 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뉴욕시는 Croton 

수계에 여과공장을 세웠으나 Catskill과 Delaware 수계에는 개선된 수계 리 로그램

에 근거한 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결정하 다. 뉴욕시는 이 로그램이 수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성공하여 추가 인 정화공장의 건설이 필요치 않기를 원했다. 이러한 활

동의 결과로 뉴욕시는 EPA로부터 당분간 여과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지방기구인 수계 농업자문 원회(WAC)는 개선된 땅 사용법을 주도하고 지역사회의 

경제 인 발 에 도움을 주기 해 만들어졌다. 비 리 단체인 Catskill 수계 발 원회

(CWDC)가 Catskill수계의 로그램을 리한다.

다 .  주요내용

(1) 재정지원을 받는 수자원 련 생태 서비스

  이 로그램의 요한 가정은 농장과 산림시업의 개선이 물속의 미생물 병원체와 인(P)

의 양을 하게 여  것이라는 것이며, 불투명한 은 이런 최 의 시도를 통해 EPA

가 지정한 기간 내에 기 을 만족하는 물의 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Catskill/Delaware수계 지역에서의 뉴욕시 로그램의 주요한 구성요소는 먼  기반시

설의 향상과 재이용과 련하여 뉴욕시는 하수처리시설과 , 상수도 설비를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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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하기 해 4억7,200만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수계 로그램은 농장들로부

터 보 지역권을 구입하는 것, 산림과 농경지를 최선의 방법으로 리하는 것, 교육과 

구제 로그램을 시행하는 것, 미 농업국과 함께 보  제한 증진 로그램(CREP)을 시

행하는 것이다.

(2) 서비스공 의 주체

  서비스공 의 주체는 상류지역 산림소유자, 농부, 그리고 목재 회사 등이다.

(3) 서비스에 한 지불

  수계 로그램의 기 비용은 뉴욕시와 주정부가 지불했으며, 연방정부와 수계가 속

해 있는 지역의 지역정부가 진행과정에서 모자라는 기 을 충당했다. 추가 인 여과 공

장의 건설비용은 60~80억 달러로 추산되었고 이에 3~5억 달러의 연간 운 비가 추가된

다. 이러한 지출에 직면한 뉴욕시는 10년 동안 수계 로그램에 주로 5년간 수도세를 

9%인상해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10~15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는데 주원인은 새로

운 여과공장을 건설하려면 납세자들의 수도세를 두 배로 인상해야 했기 때문이다.

(4) 제도  장치

① 재정

- 세수: 뉴욕시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수도세에 부가세를 징수토록 허용.

- 뉴욕시 채권: 뉴욕시는 추가 인 재정 확보를 해 채권을 발행.

- 신탁기 : 뉴욕시는 Catskill Fund for the Future라는 6,000만 달러 규모의 신탁기

을 조성하여 Catskill 수계의 환경 으로 지속가능한 로젝트에 해 출을 제공

하고 보조 을 지 . 다른 신탁기 인 NYC신탁기 은 Catskill 수계의 수질과 경

제 로그램에 2억 4,000만 달러를 제공하고 Delaware수계에 7,000만 달러를 제공. 

② 보상

- 비용 분담/보조  로그램: 뉴욕시는 최선의 리방법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낙농

업자와 임업인들에게 4,000만 달러를 제공. 많은 농부들이 추가 인 련 비용을 

모두 보조 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이 방법을 시행하는 것에 합의. 350명 

정도의 Catskill/Delaware 수계 낙농업자들  317명이 이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에 동의했고 그들  55명은 이미 최선의 리 방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는 과도

기 동안의 추가  농가소득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방법이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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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이다.

- 산림 리 개선에 한 벌채 허가: 은 향을 주는 벌채법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산림시업의 도입을 통한 산림 리 서비스의 개선에 한 보상으로, 목재회사들은 

그들이 우선권을 갖지 않은 지역에서도 추가 인 벌채 허가를 받게 된다.

- 차별화된 토지세: 10년 단 의 산림 리 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50에이커나 

그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산림소유자들은 그 가로 80%의 재산세 감면을 받

을 수 있다.

③ 소유지 환

- 땅의 직  구입: 뉴욕시는 수지 근처, 습지, 수로 등과 같이 수문학 으로 민감

한 지역의 땅을 직  구입한다.

- 개발권한의 정부취득  양도: 시는 한 수질과 한 계에 있는 지역의 땅 

소유주들로부터 시 가로 개발권을 구입한다. 소유주들은 그들의 땅을 개발하기

를 원하는 유권이 없는 사람에게 개발권을 팔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최선의 

리방법 도입에 한 가로 농부들과 벌채회사들에게 양도된다.

- 보 지역권: CRP 로그램에 속해있는 농부들과 산림소유자들은 환경 으로 민감한 

땅에서의 생산 활동을 10~15년간 단하는 계약을 미 농업국과 체결할 수 있다15.

(5) 시장의 개발

- 비목재임산물의 새로운 시장: 지역 경제 개발을 진하기 하여 WAC는 산림 

리법의 개선과 산림 갱신의 진을 유발할 비목재임산물의 새로운 시장을 조성할 

방법을 활발하게 찾고 있다. 

- 목재 상품 인증: WAC는 한 목재 상품 인증을 취득한 수계에서 나온 목재상품의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6) 법  상황

  수계 리 로그램의 이행을 해서 다음을 포함한 몇몇의 연방/주/시/지역 법규가 

바 어야 한다. 수질개선을 한 비용효율 인 안을 개발하기 한 시간동안 여과시

설의 설치를 연기하는 데에 한 EPA의 동의, 향후 10년간 뉴욕시가 수계지역의 땅에 

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주 환경보 국으로 부터의 허가, 수리시설, 건설 로

15 후술하는 토양보 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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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에 한 새로운 기  마련과 잠재 으로 수질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의 승인에 

해 시의 검토를 요구하도록 오래된 뉴욕주의 수계 련 법규들을 개정해야 한다.

(7) 공공 부문의 역할

  뉴욕시가 수계 리 운동을 이끌고 있긴 하지만, 연방과 주정부도 로젝트를 돕기 

해 재정과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USDA는 기술  도움과 재정지원을 Farm Bill 

Conservation Program에 참여한 농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뉴욕주는 Conservation 

Enhancement Program을 돕고 있으며 주 보 국은 수질평가와 물 양상황(nutrient) 측

정 실험을 수계 역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8) 공평성 문제

  일부 농부들은 부과된 규제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수계 로그램

에 참여하고 있으며, 많은 농부들이 뉴욕시 수지 건설 때 땅을 잃었고 그래서 그들은 

땅을 잃는 험을 다시 감수하고 싶지 않아 한다. 산림 내에 작은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은 80%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50acres나 그 이상의 땅을 소유한 산림소유자들에

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WAC는 이러한 입법이 소규모 지주들의 산림

리 의욕을 하시킨다는 것을 지 하면서 이 법의 범 를 모든 개인 산림소유자로 확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9) 상되는 산림에 한 향

  향이 은 벌채 등 최선의 리 방법을 받아들인 산림소유자들과 환경 으로 민감

한 경작지의 지주들은 산림이 갱신될 수 있도록 생산 활동을 단하고 있다.

(10) 비슷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교훈

  뉴욕시의 근법은 수계 로그램이 추가 인 여과공장을 짓는 것보다 비용소모가 

을 때, 그리고 물 사용자들이 이 로그램의 비용을 지원하기 해 추가 인 세 을 부

담할 용의가 있을 때만 비용 효율 이고, 정치 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하류에 많은 인구가 수자원 서비스를 받고 있고 상류지역 지주들이 

리 가능한 숫자일 때만 가능하다. 뉴욕시 당국은 네덜란드의 비슷한 로그램을 모델

로 삼았는데 이 근법은 미국에서 넓게 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부분의 

지역에서 이미 충분한 여과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수계근처의 지역이 상업 으로나 산업

으로 더 개발되어있고 Catskill과 Delaware지역보다 인구 도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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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USDA의 토양보 로그램(CRP: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가.  개요

◦ 재정지원 상 수자원 련 생태서비스: 토양침식 감소, 수질개선, 유량의 통제

◦ 서비스공 주체: 경작지와 한계목 지 지주

◦ 서비스에 한 지불: 미 농업국(USDA)

◦ 제도  장치:

․ 토양보 지역권: 구 인 것과 30년 단  지역권

․ 복구비용 분담 정: 상태가 나빠진 토지의 복구에 합의한 지주들

․ 연단  임 료: 지주들에 한 보상액이 기회비용과 같아야하고 특정한 보  방

법 시행을 확립하기 한 추가비용이 포함되어야 함

․ 장려 보조 : 나무를 심거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추가 인 특정한 방법을 시행

하는데 한 보상  지

◦ 산림에 한 향: 상 식재, 유역완충식재, 방풍림,  울타리, 지  숲 조성과 

습지 갱신

나.  배경

  1985년의 식품안 법(FSA: Food Security Act)은 미 농무부(USDA)의 국단 의 자

발 인 장기 경작지 생산 단 로그램인 토양보 로그램(CRP)을 마련했다. 이 로

그램은 농가소득의 감과 농업  토양 침식, 부 양화물질과 화학물질의 용탈에 의한 

수질 손상에 한 염려가 커지면서 만들어 졌다. 원래 2002년에 이 로그램이 끝나기로 

정되어 있었으나 리 지원되고 있어 연장되면서 확 될 가능성도 있다.

다 .  주요내용

(1) 재정지원을 받는 수자원 련 서비스

  토지소유자들은 경작지를 10년 혹은 15년 휴식시키고 USDA로부터 승인된 보 을 시

행하는데 한 가로 보상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야생동물들을 한 작은 개천의 설치

와 유지, 습지에 지  숲 설치, 지피식물 식재, 오솔길 설치, 농업용 화학제품 사용의 

감소와 같은 활동들이 포함된다. 로그램의 기(1986~1989)에는 토양침식을 감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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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주된 목 이었다. 1990년  이후에는 유량의 통제와 수질의 개선, 그리고 야생

동물의 서식처 제공과 같은 다른 생태  목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역이 확 되었다. 

1997년에는 습지의 갱신이 USDA의 승인을 받은 방법에 추가되었다.

  개인 경작지나 한계 목 지와 같은 생태 으로 민감한 토지가 합한 토지이다. 토지

의 선택은 우선 입찰 방식으로 선정된다. 1995년 이후, 입찰토지들은 야생동물 서식처로

서의 이익, 토양침식 감소로 인한 수질 향상, 나무 식재와 같은 장기  이익 등의 기 을 

포함하는 환경 혜택 지수(EBI)에 따라 등 가 매겨진다. 이 지수는 혜택과 시행에 드는 

비용의 비율에 한 기  한 포함하고 있다. 지원자들은 최소 12개월 이상 해당 토지

를 소유하거나 경작했어야 한다. 유역 완충 식재, 지피식물 피복 수로, 야생동물을 한 

얕은 개울 설치 등의 특별한 보 법을 시행하게 될 합한 토지는 언제든지 등록 가능하

며 경쟁 인 입찰이 필요치 않다. 

  1996년에 CRP에는 나무 식재 250만 에이커, 야생동물 서식지로 개조한 200만 에이커, 

지피식물을 식재한 3230만 에이커 등 3640만 에이커가 등록되었다. 한 수변을 따라 

8,500마일 가량의 식생여과 가 CRP에 등록되어있다. CRP는 Chesapeake만의 오염, 뉴

욕시 식수의 수질문제, 태평양 북서해안 연어의 감소와 같이 생태 으로 긴 한 문제들

을 다루기도 했다.

  이 로그램의 주요한 가정은 휴경과 보 활동이 토양침식을 감소시키고, 야생동물 

서식처를 보호하며, 수질을 향상시키고, 유량을 통제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USDA가 재 우선  토지들을 선별할 때 환경지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가정은 수질과 야생동물 서식처의 측면에서는 타당한 듯하다. 그러나 이 방법이 그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비용효율 인 수단인지는 알 수 없으며, 한 이런 활동이 

유량 통제와 토양 침식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자연 자원 자문회는 CRP 로그램에 포함된 지역의 연간 표토 손실량이 7억 톤, 혹은 

에이커당 19톤이라고 추산한다. 이 지역에서의 침식량은 평균 21%정도 감소했다. CRP

에 참여한 생산자들은 살충제와 비료의 사용량을 폭 여 CRP지역 살충제와 비료의 

용탈을 크게 다.

(2) 서비스공 의 주체

  경작지와 한계목 지 지주

(3) 재정  지원

  연방정부로부터의 고정 수입으로 미 농무부(USDA)가 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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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  장치

① 환 보상 의 규모

  CRP의 연간 보상 은 18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 정부에 의해 농부들에게 지

되는 연간이  소득(210억달러)의 10퍼센트 미만이다. USDA의 경제학자들은 로그램

의 결과로 농가 순소득이 21억~63억 달러 늘었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한 미래 목재 가

치를 33억 달러로 추산한다.

  토양의 생산성 보 에 의한 혜택은 6~17억 달러 정도, 표면수 수질향상에 의한 혜택은 

14~42억 달러, 비산먼지 피해 감소에 의한 혜택은 3억~9억 달러, 작은 동물 사냥에 의한 

혜택은 19~31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 Fish and Wildlife Service(야생동물)의 추계에 따르면 피해를 끼치지 않는 야생

동물에 의한 혜택은 약 41억 달러 정도이다.

  보상 은 평균 으로 acre당 50달러 정도이다. 보 을 공고히 하기 해 소요되는 acre

당 비용은 염분을 이기 해 구 인 본류지역 조성에 드는 2달러에서부터 방풍림 

조성에 드는 226달러까지 다양하다.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acre당 59달러 정도가 들고 

습지에 지  식재를 하는 것은 acre당 58달러 정도가 든다. USDA는 기술 인 지원도 

해주고 있다.

② 환 메커니즘

  ㉠ 연간 임 료: 휴경을 신하여 토양보 을 하도록 하기 해 USDA의 CCC 

(Commdity Credit Corporation)는 매년 임 료를 생산자들에게 지 하고 특정하게 승인

된 보 방법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분담한다. 

  보상 은 지역마다의 상 인 토양의 생산성과 지난 3년간의 비습지지역 임 료의 

평균에 기 하여 산정된다. 낮은 임 료로 입찰하면 로그램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 한계목 지는 연  흐르는 개천의 유역에 유역 완충 식재를 하는 데 acre당 26～

66달러이고 개천의 유역에 식재하는 데에는 acre당 14～66달러이다.

  ㉡ 장려 보조 : USDA는 몇몇 특정 시행들에 해 추가 인 보조 을 지 한다.

․ 보조  특별수당: 이 보상 은 식생여과 나 유역 완충 식재 등과 같은 특정한 

활동들을 장려하기 해 연간 임 료를 20% 인상하여 주는 것이다.

․ 시행 장려 보조 : 승인된 보 방법에 따른 시행에 해-일반 으로 구 인 나

무나 지피식물 피복-50%까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 계약 장려 보조 : 식생여과 , 유역완충식재, 지피식물피복수로, 방풍림, 생 

울타리 등의 지역의 등록에 하여 acre당 보상 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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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보  시행 유지: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식재와 생울타리 조성에 한 가로 

7달러가 지불되며 만약 수리시설 개발이 추가된다면 acre당 10달러까지 올라간다.

③ 갱신과 비용분담 정

  USDA는 농부들에게 승인된 보 방법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50%까지 지원해

다. 이러한 정은 습지와 이와 연 된 비습지 지역의 복구를 해 최소 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소유지에 한 지역권과 토지 장려 보조 은 없다.

④ 지역권

  ㉠ 구 인 지역권: 재산에 부여된 지역권은 미래 소유자들이 30년 동안 습지를 보

하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USDA는 복구비용의 100%와 지역권을 확립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추가로, 지리 인 지역의 수용능력보다 농업  가치가 을 

때 토지소유자는 구 인 지역권을 받는다.

  ㉡ 30년 단  지역권: 이 지역권은 30년 후에 종료된다. 지역권에 한 보상 은 복구비

용의 75%이다. USDA는 한 지역권을 확립하는 데 드는 법 인 비용도 부담한다.

(5) 법  상황

  CRP를 확립하기 해서 Agricultural Bill의 법  제도  골격에 주요한 변화가 필요했

다. 합성 기 과 보상 에 한 규칙과 조례들이 15개 로그램이 등록되는 기간 동안 

계속 바 어왔으며, 이 기간 동안 농부들은 로그램에 가입하 다.

(6) 공공부문의 역할

  이 로그램은 으로 CCC의 Farm Service Agency에 의해 설립되고 운 된다. The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Cooperattive State Research and Education 

Extension Service, 주 산림청, 지역 토양/수자원 보 국 등이 로그램을 지원한다.

(7) 공평성 문제

  더 나은 생태  목표를 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EBI지수에 쓰이는 지표의 변경이나 기

 완화와 같이 기 을 입법 자치구 체로 퍼져 나가게 하려는 정치  압력들이 존재한다.

  보  보상 이 규모 지주들에게 주로 가는 것에 한 우려의 일환으로 조례가 개발

되었다. 여러 지역에서 특히, 경작에 의한 이익이 높은 지역에서- 목표 문제와 한 

보상  지 률을 결정하는 문제가 보상 의 높은 공간  집 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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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림에 미치는 향

  이 로그램이 농업 분야에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한 이익은 많다: 상 

식재, 유역 완충 식재, 방풍림, 생 울타리, 지  숲지 설치와 습지 복구 등이다.

(9) 비슷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교훈

  타 시스템에의 용가능성에 한 고찰은 반드시 로그램에 내재한 문제들에 한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정 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CRP의 가입률은 아직 낮다. 2개의 

주(州)만이 사유지의 10% 이상의 가입률을 확보하고 있다. FSA(Farm Service Agency)

에 따르면, 행정상의 지연, 리 인력의 부족, 등록 차의 복잡성 등과 같은 경 상의 

문제들이 지주들의 참여를 더디게 하고 있다. USDA에 따르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생산

자들의 기회비용에 맞는 당한 토지 임 료를 정하는 일이다.

   다른 우려는 이 로그램의 생태  혜택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 사용의 

제한은 땅의 체 생산을 감소시킨다. 만약 규모로 행해진다면, 생산가는 높아질 것이

고 이는 이 에 유휴지 던 한계토지의 사용을 야기할 것이다. 만약 생산가가 향을 받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의 압박이 농부들로 하여  한계토지의 사용을 야기할 

것이다. 100acre가 로그램에 참가할 때마다, 20acre의 유휴지가 생산지로 바 어 지므

로 이것이 많은 생태  혜택을 상쇄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Ferraro 2000).

  미국에서 CRP는 1996년 시작된 습지 보호 로그램(WRP)에 향을 주었다. WRP는 

그들 소유지의 말라버린 습지를 보호하고, 복구하고, 향상시키는 기회를 주는 지원 로

그램이다. WRP에 합한 땅은 복구될 수 있고 야생동물에게 혜택을  수 있어야 한다. 

  CRP 로그램 하에서는 성공 으로 조림된 땅은 합하지 않다. USDA의 NRCS(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는 지주들이 소유권을 유지할 경우에 기술  재정  지원을 

해 다. 유럽에서는 재 EU가 CRP와 비슷한 시스템을 받아들여 확 시키고 있다.

1.3. 코스타리카의 수자원서비스 지불제16

가.  개요

◦ 재정지원 수자원 련 생태 서비스: 수력발 을 한 유량의 통제, 생물다양성의 보존

16 자세한 내용은 Daniele, P.-M. and P. D., Esq. 2001. Case Studies of Markets and Innovative 

Financial Mechanisms for Water Services from Forests를 참조.



- 53 -

◦ 서비스 제공 주체: 사유림소유자

◦ 서비스에 한 지불: 수력발  사기업, 코스타리카 정부기 ( 부분 연료세로부터)

◦ 제도  장치: 공기업에서 지불한 보상 이 지역 NGO를 거쳐 지주들에게로 달되는

데 정부는 이 보상 의 부족분을 메움

◦ 산림에 한 향: 사유지의 산림녹화증   보 과 갱신을 통한 산림의 확

나.  배경

  코스타리카의 1/5에 달하는 지역이 보존지역이나 산림황폐화와 부 한 토지사용에 

한 우려가 두되어 생태서비스에 한 보상 메커니즘이 개발되었다. 코스타리카 정

부는 FONAFIFO(The National Forest Office and National Fund for Forest Financing)를 

설립하여 개인지주들에게 재조림, 갱신, 보 에 한 보상 을 제공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부과하는 세 의 5%가 부분을 차지하는 이 기 은 처음에는 수계지역

이 아닌 생물다양성 서비스에 을 맞추어 설계되었지만 FONAFIFO는 산림에 의해 

제공되는 생태 서비스의 공익 , 경제  가치를 알리는 데에 공헌했다.  Sarapiqui수계에 

치한 수력발  사기업인 Energia Global은 40,000명의 주민에게 기를 공 한다. 

5,800ha에 걸쳐있는 두 개의 지류가 이 회사에 물을 공 한다. 력 생산과 수익은 공장

이 최  용량으로 가동될 때 최 화 되는데, 이 회사는 다섯 시간동안 쓸 양밖에 장되

지 않는 두 개의 작은 수지에 장되어 있는 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 .  주요내용

(1) 재정  지원을 받는 수자원 서비스

  Energia Global은 연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지의 침 물을 감소시키기를 원

하며 그것이 상류의 산림피복면 을 늘림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산림피복과 

유량 간의 계에 한 심층 인 연구가 없으며 코스타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수행된 연

구는 상충되는 결과만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발 량을 기 으로 Energia Global사는 수

계보호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460,000㎡의 수자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

산했으며, 이는 30,000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 서비스 공  주체

  개인 사유림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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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에 한 재정  지원

  수력발  사기업인 Energia Global과 코스타리카 정부 기 으로 부분 연료세로부터 

얻게 되며 기 과 함께 이들 지역 NGO의 운 비를 지원한다.

(4) 제도  장치

  Energia Global은 FONAFIFO에 ha당 18달러를 지불한다. FONAFIFO는 여기에 ha

당 30달러를 보태고 화하여, 토지를 재조림하거나 는 지속가능한 산림경 을 

하거나 산림피복이 된 지역을 보존하는 것에 동의한 상류지역의 소유자들에게 지

한다. 

  최근에 벌채를 했거나 자연림을 갱신할 정인 소유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NGO인 FUNDECOR는 보 활동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법 , 행정  운 을 리한다. 

재정  보상액인 48달러/ha는 수자원 서비스의 가치가 아니라 기존의 토지 사용에 한 

기회비용(주로 목축업에 한 것)에 의거한 것이다.

(5) 법  상황

  FONAFIFO가 이미 설립되었고 FUNDECOR의 기부  출연은 자발 인 것이기 때문

에 법 , 제도  골격의 주요한 변화는 당분간 필요치 않다.

(6) 공  부문의 역할

  정부기 으로 운 되는 FONAFIFO의 역할은 Energia Global에 의해 제공되는 기 을 

보충하는 것이다.

(7) 형평성 문제

  FONAFIFO의 설계에 의한 산림 갱신과 보 은 지주들에게만 주로 혜택을 으로

써 비 을 받아왔다. 지주들은 정보에 밝았고 그들 땅의 일부를 보  로그램에 참

여시킬 수 있었다. 소규모의 지주들에게는 보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좀 더 험

을 감수해야하며 한, 이런 로그램의 설계자들은 다수의 소지주들과 일하는 것보다 

소수의 지주들과 함께하는 것이 처리비용을 일 수 있기 때문에 지주들을 선호

한다.

(8) 산림에 한 향

  사유지의 산림피복도를 높이고 산림의 외연  확 에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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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슷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교훈

  코스타리카에는 Energia Global의 시스템과 비슷한 신 인 근법들이 리 퍼져있다. 

이런 근법들 간의 차이는 주로 공  부문의 역할과 사  부문의 역할에 련된 것이다. 

  두개의 력 공기업인 Compania de Fuerza y Luz와 CNFL, 그리고 다른 사기업인 

Hidroelectrica Platanar는 FONAFIFO로의 기 출연을 통해 지주들에게 보상하고 있다. 

특히 CNFL은 보상 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두 개의 수력발  사기업은 공  역의 

역할을 완 히 배제하고 순수하게 사 으로 보상 을 지 하고 있다. 이들  하나인 

Heredia Public Utility Company는 이 개념을 식수에까지 확 했다. Heredia사는 수도세

를 올렸으며 재 수계 보호에 한 신탁기 을 설립 이다. 재 참여자들이 최종  

로젝트 설계에 해 논의 이다.

  환경국은 국가  차원에서 Energia Global의 개념을 국립의 력과 수자원 회사(ICE

와 AyA)로 확 하기 해 활발히 상 이다. 보상 매커니즘을 국립 공공재 회사까지 

용하는 것은 훨씬 복잡한 기구와 제도의 정비를 필요로 한다. 코스타리카 의회에서 모

든 공공재 회사가 이러한 서비스에 해서 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일단의 자문 원들이 코스타리카 북부에 있는 작은 지방도시인 Ciudad Quesada에서 

수계지역 토지 매입을 포함한 생태 서비스에 한 보상 시스템의 이용가능성에 해 실

사를 벌이고 있다. 이 로그램은 FONAFIFO에 의해 리될 것이다.

  이와는 약간 다른 사기업의 재정지원 사례로 코스타리카의 오 지 재배․처리자인 

Grupo de Oro에 의한 정이 있다. GCA(Guanacaste Conservation Area) 지역에 수자원 

생태 서비스에 하여 ha당 5달러에 상당하는 보상 을 지 한다. 국립 보  지역 시스

템(SINAC: National System of Conservatgion Areas)과 환경 에 지국(MINA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nergy)이 GCA를 리한다. 

  비슷한 근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력 회사에 부과되는 세 이 건기

에 더 높다면 토지와 임업시행에 한 투자를 축시킬 수 있다. 생태서비스의 가치에 

한 평가가 최 한 구체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자원이 주는 생태  이득을 추산하는 두 개의 연구가 하나는 Tropical Science 

Center에서, 다른 하나는 환경부에서 수행되었다. 첫 번째 연구는 수자원의 경제 , 생태

 가치를 반 하기 해 물의 가격이 재의 120%수 으로 상승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두 번째 연구는 물로부터 나오는 경제  혜택에 한 보상을 해 요 이 경

제  부문과 지리  치에 따라 차등화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약 수지가 크고 물을 방출하지 않아도 된다면 상류지역의 지주들의 활동이 수력

발  회사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하류에 개용수로 물을 사용하는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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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수자원의 혜택을 공유하는 다른 사용자들이 있는 것은 자발 으로 보상체계에 참여

하는 것을 더 합하지 못하게 한다. 다른 참여자들에게 혜택을 나 어  수 있는 메커

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FUNDECOR와 같은 지역 NGO는 소규모 지주들을 조직화, 리, 

감독함으로써 운 비용을 일 수 있어야 한다.

2. 국내의 산림 공익  가치 환원사례

2.1. 전국 녹색댐 조성

  산림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이 숲으로부터 생겨나는 소 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맑

은 물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공 될 수 있도록 숲의 수자원함양기능과 생태 ․경제  

가치를 높이기 하여 국 녹색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다. 즉 2002년 4월 

2일 산림청장과 한국수자원공사장이 공동으로 합의한 합의문에서는 세 가지 사업을 공

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 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와 산림청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탐진 과 곡  유

역에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에 유입되는 물의 수질과 수량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둘째, 산림청은 숲가꾸기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기 조사와 설계  효과분석에 

한 지원을 통해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간다. 

  셋째, 다른  유역의 산림에도 수자원함양을 한 숲가꾸기를 확 하고  호수와 연

계하여 국민에게 보건휴양, 정서함양, 자연학습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산림휴양․문화시

설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이에 따라 2006년까지 탐진  유역산림 1,600ha, 곡  유역산림 1,700ha 등 총

3,300ha에 달하는 유역산림에 해 숲가꾸기사업이 추진되었다.

표 3-11.  탐진 과 곡 유역의 숲가꾸기 사업추진 결과

단 : ha

구분 계 2003년까지 2004년～2006년 비고

탐진 1,600 300 1,300

곡 1,700 200 1,500

자료: 산림청 숲가꾸기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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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상지역에 한 기본계획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립하며 산림청은 실시설계

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본계획에는  유

역 사업 상지 지조사( 유역 산림임상조사, 인공림(침엽수) 구역 독  산림의 기능

구분)와 숲가꾸기 사업 상지 선정(연차별 사업 상지 선정  면 산정,  유역 산림

에 한 유형별 숲가꾸기 기본설계  방법제시), 산림휴양․문화시설 지선정 업무 등

이 포함되었다.

  산림청에서는 실시설계(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상지의 사업비 산출  사업방법설

계, 연차별 사업 상구역 숲가꾸기 설계용역으로 추진, 산림시책에 반  해당 시․도

에서 숲가꾸기사업으로 시행), 숲가꾸기 추진(산림시책에 반  해당 시․도의 숲가꾸

기사업 상지에 편성, 숲가꾸기 설계에 따른 연차별 사업  감리시행) 과 산림휴양․

문화시설 조성사업(산림휴양․문화시설 지선정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 별도

의)을 실시하 다.

  <표 3-12>는 산림청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분담내역을 나타낸다. 2002～2006년

까지 총 1,801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42억원, 산림청이 

1,759억원을 각각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7년 11월 20일 산림청장과 한국수

자원공사장은  유역 수원함양기능증진을 한 숲가꾸기 사업에 해 향후 5년간 사업

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하 다.

  2007년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2002년과는 달리 목 , 효력의 범 , 력의 역, 행정, 

기간 등을 구체 으로 언 함으로서 공동사업의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양해각서

의 목 은  유역 수원함양기능증진을 한 숲가꾸기사업에 한 상호 력을 명확히 

하는데 있음을 언 하고 있다. 효력의 범 는 양 기   각 기 의 소속 산하기 까지 

포함하고 있다.

표 3-12.  산림청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 분담내역

단 : 억원

구분
사업비분담

비고
계 한국수자원공사 산림청

계 1,801 42 1,759

기본설계 42 42 -

실시설계 112 112

숲가꾸기 1,647 1,647

자료: 산림청 숲가꾸기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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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의 역은  유역 숲가꾸기사업, 연구개발 등으로 하여 범 를 정하고 있다.   유역 

숲가꾸기사업에 해서는 산림청은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한 숲가꾸기를 통해 사업을 공

동 추진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한 숲가꾸기 기본설계를 통해 사업

을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구개발에 해서는 연구개발의 범 는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한 숲가꾸기  유역 리의 련분야를 포 하며, 양 기 의 동의하에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한 력은 공동 연구와 연구결과의 공유, 공동 컨퍼

런스와 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력 로그램을 통한 인력교류와 양성 등으로 하고 있다.

  행정부분에 해서는 실무부서의 지정, 사업의 계획과 평가,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부서의 경우 산림청은 숲가꾸기 장을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생태 장을 양 기 의 

화 조정 역으로 지정하 다. 사업의 계획과 평가에 해서는 공동사업의 계획과 평가를 해 

연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양 기 의 화조정역간 의에 따르도록 하 다.

  기타사항으로서는 본 양해각서 만료 이 에 진행되는 사업은 양해각서의 만료와 계

없이 사업 종료일까지 본 양해각서 아래 수행되도록 하 다.

  기간에 해서는 양해각서의 서명 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양 기 은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에 문서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으로 5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하 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2.2. 녹색자금

  녹색자 은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제58조에 의거 국가 산으로 하

기 어려운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수행하기 해 사용되는 자 으로서 녹색자 리단17

이 자 의 운용․ 리를 담당하고 있다. 

  녹색자 의 재원은 동법 제58조 제3항에서 언 하고 있듯이 정부 외의 자의 출연 , 

「복권  복권기 법」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배분된 복권수익 , 녹색자 의 운

용으로 생기는 수익 ,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수익  등으로 조성된다.

  산림환경기능의 증진과 련해서는 동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맑은 물 공 을 한 

산림환경개선사업, 공해(공해)방지  경 보 을 한 산림  도시림 조성사업, 청소

년 등을 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   교육·홍보사업,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

17 녹색자 리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2004.8.4. 제7678호)」에 따라 2006

년 9월15일 산림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출범한 재단법인이며, 산림청으로부터 녹새자

의 운용․ 리업무를 탁받아 수행하는 산림청 산하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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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림)의 조성·운 사업, 산림환경기능증진과 련한 임업인의 교육  복지증진사

업,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동

법 제58조 제5항에서는 통령령이 정하는 기 ·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녹색자 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다.

  맑은 물 공 을 한 산림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5 강 유역내 산림에 한 간벌, 가지

치기 등 숲가꾸기사업, 보안림 등 법정제한림내 사유림매입, 사방  등 수원함양  수

질보 을 한 시설 설치 등을 해 녹색자 을 활용할 수 있다.

  2000～2007년까지 녹색자 지원사업을 검토한 결과 <표 3-13>에서 보듯이 수자원함양

과 련하여 사용된 녹색자 은 총 7,520백만원으로 2005년에 맑은 물 공 과 수원함양을 

한 수질정화시설  녹색 조성사업(1,565백만원)에 지원된 바 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산림환경기능증진을 한 푸른 숲 조성사업(산림경 모델림숲조성, 녹색 조성사업: 5,955

백만원)에 지원되는 등 2년간 산림조합 앙회에 지원된 바 있다. 녹색자 의 2007년도 사

업 산에는 수자원함양과 련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국가 산과는 별도로 

수원함양보안림에 한 지불제도입 시 주요한 재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13.  수자원함양과 련된 녹색자 지원사업내용

연  도 2005 2006

추진기 산림조합 앙회 산림조합 앙회

사 업 명
맑은물 공 과 수원함양을 한 수질정화시설 
 녹색 조성

산림환경증진을 한 푸른숲 조성사업: 
녹색  조성사업

사업장소 남 순천
국(경기 3, 강원 5, 충북 2, 충남 4, 북 6, 
남 6, 경북 15, 경남 4개소)

사업내용

- 숲가꾸기 187.4ha : 선목,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 수종갱신지벌채 32ha :  벌채, 조림지 정리 
- 공익조림 9ha : 고로쇠 4,500본, 배롱 

5,230본, 노각 1,000본, 물푸  3,000본 
- 큰나무조림 25ha :  편백 18,000본, 느티 

6,000본, 산벚 3,000본, 왕벚 1,100본, 단풍 
3,000본 

- 녹차조림 5ha      
- 녹차 종조림 2,000㎏, 방조컵설치 
- 풀베기 39ha       
- 톱밥생산 460㎥ : 벌채산물 톱밥생산 
- 기계로 8㎞ : 토사 취, 암 취, 잡 목 

제거, 면고르기, 노면다비,사토운반 등 
- 야계사방 1개소 :  토사 취, 떼붙임, 

돌계단, 잡 목제거, 입간 설치, 석찰 
쌓기, 석메쌓기 등 

- 생태연못 1개소 : 토사 취, 떼붙임, 돌계단, 
잡 목제거, 입간 설치 등

ㅇ 조림 15.9ha       
- 수종: 고로쇠나무, 백합나무 등 
- 본수: 33,698본 등 
- 방법: 선묘, 곤포, 가식, 식재숲 가꾸기 

3474.2 ha      
- 수종: 소나무, 참나무류, 잣나무 등 
- 방법: 선목,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ㅇ 녹색  조성 (조림, 숲가꾸기) 

자료: 녹색자 리단 홈페이지(www.gfm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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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수원함양림의 공익  가치 환원사례의 시사

3.1. 수원함양림을 위한 지원정책의 도입 

  산림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국 녹색  조성사업을 2002년부터 2006년까

지 5년간 추진하 지만 시범사업 인 성격이 강하여 국 으로 확산되기에는 인력부족 

 비용부담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도 UN의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는 등 수자원 확보의 요성이 인식되면서 수

자원의 근원인 산림에 한 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을 

국 으로 확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표 3-14>에서 보듯이 일본, 미국, 코스타리카 등에서는 수자원향상을 한 산림의 역할

이 요시되고 있으며 이를 보 ․유지하기 해 다양한 실행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표 3-14.  해외 수자원 련 로그램의 비교

구 분 일본 미국 코스타리카

사     례
神奈川수원림
조성사업

뉴욕시 수자원
리 로그램

토양보  
로그램

상류지역산림 갱신
을 한 수력발 기
업의 지원

방     식 공공지원 공공지원 공공지원 자율 정

상서비스 유량조  등 수원함양 뉴욕시 식수원 정화
토양침식방지, 
수질개선, 유량조

수력발 을 한 유
량 조

지원 상
수원상류지역 산림 
소유자

수원상류지역 토지
소유자

농지  한계 지
소유자

수원상류지역 산림
소유자

재   원
지방세, 기부 , 분담

(수도사업회계), 
국고보조

뉴욕시의 물세, 연
방, 주정부  지역
정부의 보조

농무부 자
수력발 사기업, 코
스타리카 정부  
지역 NGO

제   도
수원함양림 조성사
업제도(분수, 정, 
매수, 력 약 등)

뉴욕시의 물세에 
추가하여 뉴욕시 
채권, 연방정부, 뉴
욕 주, 집수지역의 
지방정부에서 마련
한 자

토양보 지역권, 복
구비용분담 정, 보
활동에 종사하는 

토지소유자에 한 
연간임 료지불제, 
추가 인 장려 지
불제

수력발 사기업에서 
지역 NGO를 통한 
지원, 정부자 지원

산림에 
한 
향

조림을 통한 산림의 
외연  확 , 숲가꾸
기 등 산림시업을 통
한 홍수조 , 수질 
정화 등 수원함양 기
능증

낮은 향을 주는 
벌채방법의 채택, 
환경 으로 민감한 
농업생산용 토지의 
휴경, 천연갱신

이 로그램이 농장
과 직  연 되지만 
산림에도 상식재, 
방풍림조성, 생물종
다양성 증  등의 
효과

사유지의 산림녹화
(피복)증 , 보호와 
갱신을 통한 산림의 
외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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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일본 카나가와 에서는 식수원의 유량조  등의 수원함양기능을 제고하기 하여 

카나가와  수원상류지역 산림소유자를 상으로 카나가와  수원림조성사업을 실시하

고 있다. 미국에서는 토양침식방지, 수질개선, 유량조 을 목 으로 농지  한계 지소

유자를 상으로 토양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 뉴욕시에서 뉴욕시 식수원정화

를 목 으로 수원상류지역 토지소유자를 상으로 뉴욕시 수자원 리 로그램을 실시

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수력발 을 한 유량조 을 목 으로 수원상류지역 산림

소유자를 상으로 상류지역 산림갱신을 한 수력발 기업의 가지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이들 국가들은 수자원의 요성을 인식하여 별도의 

을 증설하거나 리하기 보다는 근원이 되는 산림에 한 투자를 통해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을 유지  제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과 련하여 그 근원이 되는 산림을 제 로 조성하고 보호하면서 수원

함양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리하는 것이 형 의 건설로 인해 야기되는 생태계의 

괴와 건설비용을 이면서 발생가능 한 재해를 사 에 방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자원함양기능을 유지․제고하여 공공 해 방지, 공익증진 등을 목 으로 

지정된 수원함양보안림의 보   리를 한 별도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3.2. 계약방식에 따른 지불제도의 도입

  수자원보 은 수자원의 경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배제성이 높아 수익자부담

원칙을 용할 수 있지만, 자연생태계의 보 이나 홍수방지기능은 배제성이 낮은 공익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제공자수혜원칙에 따른 공 부담이 필요하다.

  <표 3-12>에서 보듯이 일본은 산림소유자와 카나가와   시정 이 분수, 정, 매

수, 력 약을 체결한 후에 이에 한 공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토지소유자

와 뉴욕시가 계약을 체결한 후 공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수원상류지역 

산림소유자와 수력발 소 사이의 자율 정에 의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계약방식은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만 하고 각종 규제를 통해 산림의 

이용이 어려운 우리나라 보안림 리정책에 많은 시사 을 주고 있다. 규제 주의 정책

을 산주들의 극 인 참여와 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수원함양보안림을 상으로 기능 유지  제고를 한 산림 리 로그램 계약

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지불(보상)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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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호 준수 프로그램과 제재수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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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주에게 환경기  수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는 경우 인센티 를 제공토록 하는 방식

이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보상에 한 상호 수 로그램으로써 의무 조건이 부여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 액의 삭감이나 반납과 같은 강력한 제재수단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 

  산림의 공익  가치 환원 방안에 따른 수혜산주의 도덕  해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공익  가치 보상에 따른 상호 수 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의 

제재수단들을 명문화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3.4.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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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통해 피드백이 이루어짐으로써 더욱 발 인 

정책 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3.5. 산림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정부, 지자체, 산주 등)의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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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 정책 담당자, NGO 등의 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국내외의 수자원 환원 사례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해 당사자의 역할 분담이 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산주와 리업체는 산림 리 실천의 핵심주체로 지속 가능한 산림 리를 해 

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연구자는 SFM 등의 최신기술을 지역의 산림 장에 용하

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 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장연구  연구결과의 정책연계에 노력

해야 한다.

  앙정부 담당자는 산림 리계획을 한 장기 계획의 수립․집행, 련 제도의 정

비, SFM기술 등 새로운 기술 개발  산 등을 지원하고 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는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 단 의 산림 리계획의 수립  추진, 개발된 기

술을 산주 등에게 보 하는 교육․홍보  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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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련단체와 학교수 등을 포함해 NGO는 정책 추진에 한 모니터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6. 시민 및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은 공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간의 상호 약에 

따른 제도가 운 되기 해서는 시민  기업체의 산림 수자원함양기능에 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한 시민  기업체의 참여를 극 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앞서 보았듯이 일본 동경의 수원산림 제도와 카나가와 의 수원림 트

제도는 시민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산림활동에 시민  기업체가 참여

함으로써 산림이 지닌 수자원함양기능을 홍보할 수 있으며 시민  기업체는 지역의 환

경보 에 공헌하고 있다는 을 실감하고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 으로 산림이 지닌 수자원함양기능을 시장으로 내부화하기 해서는 이를 구

입하거나 지원하는 시민  기업체(수요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한 제조건으로

서도 시민  기업체의 이해와 참여를 극 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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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에 한 의향

1. 수원함양보안림에 한 소비자 지불의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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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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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에 실시되었으며 조사 상은 역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60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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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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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민의식 조사 결과 분석

1.2.1. 산림의 공익  기능 가치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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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별, 소득별로 구분할 때에도 부분이 산림이 지닌 공익  가치에 하여 정 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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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산림의 공익  기능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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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기능에 한 정 인 의견(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다 는 매우 잘 발휘되고 있다)

은 246명(41%)으로 조사되었으며 보통이라는 의견이 173명(28.8%)로 조사되었다. 그러

나 부정 인 의견도 181명(30.2%)로 조사되어 수원함양기능을 보다 더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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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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산림환경보  로그램”도입에 따른 지불의향

  기부 을 이용하여 가칭 “산림환경보  로그램”에 사용함에 한 의견 조사 결과, 

정 인 응답(매우 바람직하다, 비교  바람직하다)의 응답자가 59%로 높게 나타났으

며 부정 인 응답(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의 응답자가 32.5%이었

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8.5%이었다.

표 4-3.  산림환경보  로그램의 도입에 한 국민의식

구 분 체

성별 연간 소득

남성 여성
3000만원
미만

3000
만원

4000
만원

5000만원
이상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63
(10.5)

44
(14.7)

19
(6.3)

14
(7.5)

13
(8.2)

10
(11.1)

26
(15.9)

비교  바람직할 
것이다

291
(48.5)

147
(49.0)

144
(48.0)

100
(53.5)

76
(47.8)

41
(45.6)

74
(45.1)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것이다

163
(27.2)

79
(26.3)

84
(28.0)

42
(22.5)

48
(30.2)

26
(28.9)

47
(28.7)

 바람직하지 
않을것이다

32
(5.3)

16
(5.3)

16
(5.3)

13
(7.0)

7
(4.4)

4
(4.4)

8
(4.9)

잘 모르겠다
51

(8.5)
14

(4.7)
37

(12.3)
18

(9.6)
15

(9.4)
9

(10.0)
9

(5.5)

1.2.4. “산림환경보  로그램”도입에 따른 지불 액

  선택형실험(Choice Experiment; CE)을 이용하여 “산림환경보  로그램”에 한 한계

지불 의사액을 추정하 으며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지불 의사액의 신뢰구간

을 계측하 다. 선택형실험은 컨조인트분석방법의 일종으로 Louviere and Woodworth 

(1983)에 의하여 가상선택방법(Contingent choice method)이 개발되었으며 Adamowicz,et 

al.(1994)에 의해 비시장재의 가치평가에 이용되기 시작하 다. 

  이 모형의 특징은 다양한 다원  기능들 가운데 특정기능에 한 한계지불의사액을 

계측할 수 있다는 이다. 이 연구에서와 같이 소비자가 느끼는 산림의 다원  기능 가

운데 수자원함양기능에 한 한계지불의사액을 계측할 수 있다. 설문조사표는 산림이 

발휘하는 5가지 속성(수자원함양기능, 토사유출방지기능, 기정화기능, 생물다양성보

기능, 휴양기능)과 속성별 3가지 속성수 (20%감소, 상유지, 20%증가)의 조합들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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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속성과 속성수 을 이용하여 D효율설계(D-efficient Design)로 선택실험의 

로 일을 설계하 다. 본 조사에서는 SAS의 OPTEX 로시져를 이용하여 D효율에 근

거한 직교 일을 작성하 다. 선택할 수 있는 안은 모두 243가지( )의 안이었으며 

여기서 18개의 선택 안을 작성하 다. 그리고 산림이 발휘하는 다원  기능을 평가하

기 하여 다음과 같은 효용격차모형을 설정하 다(Hanemann, 1984). 

  우선 응답자 가 체안 를 선택한다고 가정할 때 효용함수는 식(1)과 같다.

  (1)  




 








  


 

        




 








  


   

  단, U는 효용함수, V는 효용함수 가운데 측가능한 부분, 는 측불가능한 부분, Q

는 경 보 , 교육(체험)기능, 재해방지나 국토보 기능에 이용된 계단식 논의 비율, 

은 소득, 는 비용부담액을 의미한다.

  여기서 응답자가 가장 바람직한 체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응답자 가 체

선택 안 에서 체안 만을 선택하는 확률 는 체안 의 효용 가 다른 체안의 

효용 보다도 높은 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식(2)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2)  │            ∊  

  

  McFadden은 오차항 가 Gumbel 분포(제1종극치분포)에 따른다고 고찰하 다

(McFadden, 1974). 이는 조건부로짓모형(conditional logit model)으로 불리는 모형이며 

조건부로짓모형에서는 개인 가 C개의 모든 안들 가운데 체안 를 선택하는 확률은 

식(3)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찰가능한 효용함수로써 다음과 같은 모형을 가정하 다. 이 모형은 

산림의 다원  기능을 기능별로 평가하기 한 모형으로 식(4)와 같은 함수형태를 가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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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단, 는 추정할 계수이다. 

  상기의 식이 추정되면 수원함양림이 지닌 환경기능의 화계가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먼  식(4)를 미분하여 식(5)를 구한다.

  (5) 

  

  


   


  


  


   




  다음으로 식(5)에서 효용수 을 기상태로 고정하면   이 된다. 이때 다른 기

능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산림이 지닌 수자원함양기능만을 1단  증가시킬 경우에 수

원함양기능의 한계지불의사액(Marginal Willingness to Pay; MWTP)은 식(6)과 같다.

  (6)  



 



(수원함양기능의 한계지불의사액)

  식(6)은 수원함양기능만을 1단  높이기 하여 응답자가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액이며 수원함양기능의 한계가치에 해당한다.

  산림이 지닌 수원함양기능의 한계지불의사액을 계측결과 <표 4-4>에서 보듯이 산림

리 로그램을 실시하여 수원함양기능을 재보다 1% 증가시킬 경우 1,373원/가구/월

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계측되었다18.

표 4-4.  다원  기능별 개발에 한 한계지불의사액 
단 : 원/%

다원  기능 속성 한계지불의사액 90% 신뢰구간

수원함양기능  1,373 1,089～1,924

기정화기능 1,568 1,244～2,199

주1: 90%신뢰구간은 Krinsky and Robb(1986)의 몬테카를로 1,000회의 모의실험에 의한 결과임.

18 이 연구에서는 산림의 다원  기능으로 수자원함양기능, 기정화기능, 토사유출방지기능, 생

물다양성보 기능, 휴양기능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2가지 기능을 선택하게 설문조사표를 작성

하 음. 응답결과 부분의 응답자가 수자원함양기능과 기정화기능에 한 응답이 높은 반

면에 토사유출방지기능, 생물다양성보 기능, 휴양기능에 한 응답이 낮았음. 이 결과는 설문

조사방법에서 기인하는 결과이며 CE를 국내에 용한 연구가 많지 않지만 추후에 CE를 용

함에 있어서는 4가지 이상의 응답으로 설문조사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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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주의 산림 리 로그램 참여 의향 분석

2.1. 설문조사 개요

2.1.1. 조사목   조사내용

  조사목 은 수원함양보안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을 상으로 산림환경보 로그

램의 하나인 수원함양기능 유지  증진을 한 산림 리 로그램 도입에 해 참여의

향을 설문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내용은 산림 리 실태와 산림 리 로그램에 한 의

향에 한 산주의 의견이다(<부록 3> 참조).

2.1.2. 조사방법

  조사는 리서치 문기 인 (주)베스트사이트에 의뢰해 2007년 9월 17부터 9월 21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조사 상은 국에서 1종 수원함양보안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이

며 도별로 면 이 가장 큰 3개 시군에서 438명을 상으로 선정하 다.  조사방법은 구

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화조사로 실시하 다.

표 4-5.  조사 응답자의 특성

구분
응답자수

(명)
응답비율

(%)

성    별
남성 343 78.3

여성  95 21.7

임야소재지

수도권/강원권 127 29.0

충청권 199 45.4

남권/호남권 112 25.6

거주지역

수도권/강원권 139 31.7

충청권 189 43.2

남권/호남권 110 25.1

임야면

1만㎡ 미만 193 44.1

1만～2만㎡ 미만 109 24.9

2만～5만㎡ 미만  89 20.3

5만㎡ 미만  4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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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조사응답자 특성

  이 조사에 응한 응답자 438명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보면, <표 4-5>에서 나타났듯이 

임야소재지와 거주지역이 체로 일치하고 있어 해당지역에서 해당지역 산림을 소유하

고 있는 산주들이 상이 되었다. 임야면 은 5만 ㎡미만의 산주들은 각 구분마다 20%

의 비교  고른 분포로 조사되었으며, 5만 ㎡이상의 산주들은 약 11%로 조사되었다. 

성별은 남성이 343명(78%)으로 여성 95명(22%)보다 많았다.

2.2. 산주의견 조사 결과 분석

2.2.1. 수원함양보안림 지정 유무

  재 소유하고 있는 산림이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서 299명(68.3%)의 산주들이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139

명(31.7%)의 산주들만이 지정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표 4-6.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에 한 인지 여부
단 : 명

10,000㎡미만
10,000㎡이상

20,000㎡미만

20,000㎡이상

50,000㎡미만

50,0000㎡이상

100,000㎡미만

100,000㎡

이상
계

인지  56  37 29 12  5 139

비인지 137  72 60 21  9 299

계 193 109 89 33 14 438

2.2.2. 최근 5년간의 산림 리활동

  최근 5년간 산림 리를 시행한 이 있는지에 한 질문에서는 237명이 산림 리를 

한 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 으며 201명은 산림 리가 없었던 것으로 응답하 다. 최근 

5년간 산림을 리한 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가운데에는 간벌이 64%, 숲가꾸기가 

25%, 조림이 11%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림 리를 한 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가운데 자신이 소유한 산림이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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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보안림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53%에 달해 수원함양보안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높이기 해 필요한 종류의 숲가꾸기나 조림 등의 산림시업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표 4-7.  최근 5년간 산림 리활동 여부

단 : 명

10,000㎡미만
10,000㎡이상

20,000㎡미만

20,000㎡이상

50,000㎡미만

50,0000㎡이상

100,000㎡미만

100,000㎡

이상
계

리 110  58 44 18  7 237

미 리  83  51 45 15  7 201

계 193 109 89 33 14 438

2.2.3. 산림 리 주체 

  산림 리는 부분이 개인(195명)이 직  리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리인이나 산

림조합에 탁하는 사례는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수원함양보안림 리 주체

단 : 명

10,000㎡미만
10,000㎡이상

20,000㎡미만

20,000㎡이상

50,000㎡미만

50,0000㎡이상

100,000㎡미만

100,000㎡

이상
계

개인  90 51 34 13 7 195

산림조합   5  3  5  2 0  15

리인  13  2  3  3 0  21

기타   2  2  2  0 0   6

계 110 58 44 18 7 237

주: 기타는 문 에 의한 리를 포함

2.2.4. 최근 5년간의 산림 리를 하지 않은 이유

  산림 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01명의 응답자를 상으로 산림 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는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

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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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산림 리를 하지 않은 이유

단 : 명

10,000㎡미만
10,000㎡이상

20,000㎡미만

20,000㎡이상

50,000㎡미만

50,0000㎡이상

100,000㎡미만

100,000㎡

이상
계

법 규제  1  2  3  1 0   7

비용노력 27 22 16  7 3  75

수입부족 20  9 16  4 2  51

기타 35 18 10  3 2  68

계 83 51 45 15 7 201

주: 기타는 법 규제, 시간부족, 리의 필요성이 없음, 지형조건 등을 포함

2.2.5. 산림 리 로그램의 참여의향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사업과 지침을 따를 경우에 산주에게 일정 액을 지불하는 산림

리 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의 참여의향을 질문한 질문에서는 체응답자 가운데 92명

(21%)이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349명(79%)이 참여하지 않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10.  산림 리 로그램의 참여 의향

단 : 명

10,000㎡미만
10,000㎡이상

20,000㎡미만

20,000㎡이상

50,000㎡미만

50,0000㎡이상

100,000㎡미만

100,000㎡

이상
계

참여  38  24 22  5  3  92

미참여 153  84 64 28 11 340

무응답   2   1  3  0  0   6

계 193 109 89 33 14 438

2.2.6. 산림 리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산림 리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340명을 상으로 참여

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심이 없어서 103명, 다른 용도로 사용할 정이므로 

61명, 선산이기 때문에 55명, 산림 리 로그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24명, 이미 나

무를 심었기 때문에 18명, 기타 79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향후 수원함양보안림에 한 지불제의 도입과 련하여 우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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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주들의 심을 유도하기 한 사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한 다양한 인센티

를 포함한 산림 리 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1.  산림 리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 : 명

10,000㎡
미만

10,000㎡이상
20,000㎡미만

20,000㎡이상
50,000㎡미만

50,0000㎡이상
100,000㎡미만

100,000㎡
이상

계

심없음  41 24 24  8  6 103

다른용도  21 23  6 10  1  61

선산사용  27 18  3  4  3  55

나무심음  11  2  4  1  0  18

로그램
불명확

 12  2 10  0  0  24

기타  41 15 17  5  1  79

계 153 84 64 28 11 340

2.2.7. 산림 리 로그램에 따른 수용 액

  산림 리 로그램에 따른 산주의 수용가능액(WTA)은 산림 리 로그램에 참여

한다는 92명을 상으로 조사하 다. 이 가운데 47명(51.1%)이 응답하 으며 행

의 조림  육림보조 에 200만원/ha를 추가로 수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66%로 가장 

높았다. 

표 4-12.  산림 리 로그램에 따른 수용 액

100만원이하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계

응답자수(명) 2  5  7 31 2  47

응답비율(%) 4 11 15 66 4 100

2.2.8. 산림 리 로그램의 계약기간

  산림 리 로그램의 계약기간은 5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8명(30%)으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10년, 10년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주들은 산림 리 로그

램이 장기 인 계획 하에 실시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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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산림 리 로그램의 계약기간

10,000㎡미만
10,000㎡이상
20,000㎡미만

20,000㎡이상
50,000㎡미만

50,0000㎡이상
100,000㎡미만

100,000㎡
이상

계

1년  0  0  1 0 0  1

2년  1  3  2 1 0  7

5년 15  8  5 0 0 28

10년 10  7  4 2 0 23

10년이상  3  3  5 0 1 12

무응답  9  3  5 2 2 21

계 38 24 22 5 3 92

2.2.9. 산림 리 로그램에 의한 지불방법

  산림 리 로그램 시행에 따른 지불방법에서는 약제도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1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제도, 분수림제도, 매입제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리 로그램을 실시하더라도 소유권과 경 권을 요구하는 산주의 비율이 상

으로 높을 것으로 단된다.

표 4-14.  산림 리 로그램에 따른 지불방법

단 : 명

10,000㎡미만
10,000㎡이상

20,000㎡미만

20,000㎡이상

50,000㎡미만

50,0000㎡이상

100,000㎡미만

100,000㎡

이상
계

매입  5  2  3 2 0 12

분수림  7  3  5 0 0 15

정  5  7  3 1 0 16

약 19 10  9 1 2 41

무응답  2  2  2 1 1  8

계 38 24 22 5 3 92

주: 매입제도는 국가가 산림을 매입하여 리하는 제도이며 분수림제도는 산주와 리인(국가, 산림

조합, 임업사업체 등)의 분수계약에 의해 리인이 산림을 리하고 이익을 산주와 리인이 

일정비율로 나 어 가지는 제도임. 한 정(임차 등)은 산주에게서 토지를 임차하여 리인이 

산림을 리하고 일정 액(임차료)을 산주에게 지불하는 제도이며 약은 산주와 국가의 약

에 의해 산주가 산림을 리하고 산림정비 경비의 일부분을 국가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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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산림 리 로그램의 재원 마련 방안

  산림 리 로그램의 재원은 부분의 산주들이 정부재원으로 충당해야한다는 응답

자가 73명(79%)이며, 다음으로 목 세, 수혜자부담의 순이었다. 이는 산림의 수원함양기

능이 공익  성격을 지니고 수혜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재원으로 부담하자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표 4-15.  산림 리 로그램의 재원마련 방안

단 : 명

10,000㎡미만
10,000㎡이상

20,000㎡미만

20,000㎡이상

50,000㎡미만

50,0000㎡이상

100,000㎡미만

100,000㎡

이상
계

정부재원 34 18 16 2 3 73

목 세  2  3  2 1 0  8

수혜자  2  0  0 1 0  3

무응답  0  3  4 1 0  8

계 38 24 22 5 3 92



- 76 -

제 5 장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 도입  시행방안

1.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 도입방향

1.1.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 도입에 관한 논점 검토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는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PES: 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s)의 한 종류로서 공간 으로 수계와 한 연 성을 가지고 있고 법 으로 제

한을 받고 있는 수원함양보안림이 제공하는 홍수조 , 갈수완화  수질정화 등 수원함

양서비스에 한 보상 는 지불로 정의할 수 있다. PES는 환경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제공자에게 공 의 가를 지불하는 형태로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새로운 근법으

로 거래, 계약이나 정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부록 4> 참조).

  PES의 주요 핵심 제는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공 자는 그에 한 가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고 환경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는 그에 한 가를 기꺼이 지불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등 자발 이어야 한다는데 있다. 다수의 공 자와 다수의 수혜자가 

존재해야 하며, 공 자는 환경서비스를 지속 으로 제공한다는 보장을 해야 하고 제공

하는 환경서비스가 명확해야 한다.

  수원함양림보안림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는 외부성과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 환경서비스에 한 가격결정

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즉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기 쉽다.

  지불제도는 기존의 보조 이나 직 지불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직 지불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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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자에 해 직  소득보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UR 정문에서는 시장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가격정책 등의 보조를 감축하는 신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 하기 해 직

지불제를 부분 으로 허용하고 있다. 가장 요한 기 은 특정품목의 생산과 연계되

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보조 은 국가 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공공단체 ·경

제단체 는 개인에 하여 지원하는 지원 을 의미한다. 앙정부가 앙정부 사업과 

련된 목 을 달성하기 해서 국고보조의 형태로 지방정부에 지 하는 교부   기

타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 역시 보조 의 범주에 포함된다. 

  지불제는 환경서비스와 같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재에 해 시장개념을 도입

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수혜자가 공 자에게 일정 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를 들어 탄소배출권은 외부경제효과를 시장으로 내부화하는 좋은 사례이다. 

  수원함양림에 있어서 기존의 보조 제도는 사회 으로 제공되어야만 하는 최소 환경

수 을 유지하기 해 정부가 산주에게 제공하는 유인제도로 볼 수 있다. 즉 보조 제도

에 의한 수원함양림 조성  수원함양림 기능의 유지․증진은 앞서 환경혜택  손실에

서 기 을 언 한 바 있듯이 최소한 제공되어야만 하는 사회  환경수 에 해당된다. 

이 수 까지는 국가의 보조 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므로 산주의 입장에서는 기꺼이 받

아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수 을 넘어서게 되면 수원함양림의 기능이 증진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  혜택은 커지게 된다. 그러나 개인 산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역시 늘어나

게 되므로 산주들은 규제 주의 행 보안림정책 하에서는 경제  혜택 없이 자신의 희

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산림을 가꾸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사회  환경수 이상으로 수원함양림의 기능을 증 시켜 사회  

혜택을 증 시키기 해서는 보조 이외에 추가 인 지불(보상)이 필요하게 된다. 이 추

가 인 지불은 수원함양림의 기능을 증 시켜 사회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얻게 되는 

사회  혜택의 증가분에 해당된다. 

  수원함양보안림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는 수원함양기능으로서 명확한 반면 수혜자인 

국민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에 한 지불에 해 인식이 부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

주들도 심이 낮으며 지불제에 한 법  제도  시스템이 체계 으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안정화를 해서는 단기와 ․장기로 나 어 차별화된 정

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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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1.2.1. 지불제도의 목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의 주목 은 산림이 지닌 수원함양기능의 유지 증진활동인 

“산림환경 리 로그램(가칭)”을 수하는 산주와의 리계약에 의해 산림의 수원함양

가치를 지불(환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산림이 지닌 수자원함양 가치를 증 시킬 있는 

차별화된 활동에 한 지불제도이다.

1.2.2. 지불제도의 도입원칙

  산림이 지닌 수자원함양기능은 수자원의 경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배제성이 

높아 수익자부담원칙을 용할 수 있지만, 자연생태계의 보 이나 홍수방지기능은 배제

성이 낮은 공익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제공자수혜원칙에 따른 공 부담이 필요하다. 코

스타리카에서는 자율 정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을 용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제공자수혜원칙에 따른 공 부담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이 지닌 수자원함양기능을 시장으로 내부화하기 해서는 비단계와 실

행단계에서는 제공자수혜원칙에 따른 공 부담이 필요하며 제도가 안정화되는 정착단

계에는 자율 정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을 용할 필요가 있다.

1.2.3. 상호 수 로그램의 강화

  수원함양 서비스 제공에 한 환원방안은 특정 산림환경 리 로그램에 참가하는 의

욕 있는 산주에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에 해 가를 지불하

는 제도로써 수원함양기능을 증진시키는 경 활동에 한 지불제도이다.

  따라서 산주는 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시업기 을 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의 제재수단들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한 시행된 지불 로그램에 해

서는 특정 지역 단 의 변화 실태를 검하고 감찰하는 모니터링  평가 제도를 도입하

여 보다 발 인 정책 로그램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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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시민과 기업체의 극 인 참여 유도

  제도가 안정화되는 정착단계이후에는 자율 정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을 용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해서는 시민과 기업체의 극 인 참여를 바탕으로 산림이 지닌 수

원함양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와의 체험학습 등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년기부터 체험하고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

한다. 한 NGO와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가칭 “산림후원제도”를 도입하여 운 할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도 윤리경 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를 홍보함으로서 

기업체의 참여도 확 한다.

1.3.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의 단계적 추진전략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는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을 유지․증진시키기 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 로그램이므로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단계 으로 추진할 필

요가 있다.

  재 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은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제  

수단을 우선 으로 도입한다. 규제  수단의 상임지는 재원과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시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원보안림의 1종 사유림을 우선 상임지로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는 수원보안림의 2종과 3종 사유림으로 확  실시한다. 구

체 인 단계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그림 5-1> 참조).

  1단계는 비단계(2008~2009)로 산림 리에 따른 수자원함양효과를 과학 으로 해명

하고 련 통계 D/B를 구축한다. 한 산림이 지닌 수자원함양 기능을 유지 증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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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2)로 시범사업의 시행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 정책효과의 간평가를 실시하여 시범사업 로그램의 보완 

 수정을 실시한다.

  3단계는 정착단계(2013이후~)로 시범사업에 한 총 평가  보완작업을 거쳐 산림

이 지닌 수자원함양 가치의 환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수원보안림 가운데 3종 사유림으

로 확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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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단계: 비단계

(2008-2009)

제 2단계: 실행단계

(2010-2012)

제 3단계: 정착단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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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수원함양보안림의 지불제도 단계별 추진계획 

2.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 시행  운용방안

2.1. 지불제도 대상지역 및 지불범위 선정

2.1.1. 상산림

○ 모든 산림이 수원확보기능  수질정화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수원함양보안림은 공간

으로 수원함양  수질정화와 한 련을 가진 산림을 법 으로 지정하여 리

하기 때문에 수원함양보안림을 정책 상으로 한다.

○ 수원함양보안림은 목 에 따라 3가지(제1종 수원함양림, 제2종 수원함양림, 제3종 수

원함양림)로 구분되지만 우선순 를 선정하여 단계 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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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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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효과가 련 집단에 공정하게 배분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시행 가능성(정책참

여에 한 감시･인가 등의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을 고

려하여 단할 필요가 있다. 

- 수원함양보안림(31만ha)  5 강 유역의 1종 사유림에 해 우선 용하고 상지

역의 범 를 2, 3종까지로 확 한다.

2.2. 지불 절차와 방법

2.2.1. 지불 상자

○ 5 강 유역에 수원함양림을 소유한 산주

○ 산주와 약을 체결한 행업체(법인체)

2.2.2. 지불 상행

○ 수원함양보안림기능의 유지․증진을 한 리계획 수립

○ 복층림ㆍ혼효림 조성  하층식생 발달 진 등 건 한 생태계 유도를 한 수원함양

기능 유지․증진 로그램에 의한 산림시업

2.2.3. 지불 차와 방법

가.  지불 차

- 산림청: 시․도의 지원  확인  심사, 교부

- 시․도: 지원  신청  확보 등의 원활한 추진을 한 업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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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산주와의 개발권 는 임차 정 체결, 지원  교부, 기술지원, 교육 등 

실행

- 한국수자원공사 등 계기 과 공동실행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킹 강화

나.  지불방식

○ 수원함양보안림의 기능증진을 한 산림 리 로그램에는 약, 정, 분수림, 매입 

등의 방식이 있으며, 이 로그램에 극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산주에 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불한다.

○ 약 수원함양보안림: 신청자가 체결한 약내용에 따라 스스로 실행하는 산림정비활

동경비의 일부를 보조

○ 정 수원함양보안림: 산주와 시․군이 임  등 정을 체결하여 산주에게는 임 를 

지불하고 시․군이 산림정비활동을 실행

○ 분수 수원함양보안림: 산주와 시․군이 분수계약을 체결하여 시․군이 산림정비활동

을 실행하고 수확시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수(6:4)

○ 매입: 시․군이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을 매입하여 시․군이 리

2.3. 지불금액, 협약기간, 재원소요 및 확보

2.3.1. 지불 액

○ 산림이 지닌 수원함양기능에 한 시장내부화 방법에는 직 보상, 경제  유인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국가별로도 상이하다. 

- 부분의 외국 국가에서 지불 액의 산정은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을 경제 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간의 사회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있다.

  ․ 미국 뉴욕시에서는 여과공장의 설립비용을 산림 리 로그램에 투자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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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에서는 수자원 서비스의 가치가 아니라 기존의 토지 사용에 한 

기회비용을 지불 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 그러나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은 공 자와 수혜자가 체로 명확하기 때문에 장

기 으로는 시장기능에 맡길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하여 수혜자의 참여확   홍

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산림이 지닌 공익기능을 유지보 하기 해서는 기능별로 차별화된 리지침이 필요

하며 지불 액의 산정도 다르다. 지불 액은 산림이 발휘하는 편익을 기 으로 선정

하는 방법과 특정시업에 따른 추가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 편익을 기 으로 수원함양기능에 한 지불 액을 보상하는 방법. 

- 소비자지불의사 액(WTP): 수혜자에게 해당 액을 질문하여 추정

  ․ 수자원평가액/해당면

    = (1,373원/월/가구/ha * 12개월 * 1,000만가구)/306,647ha=537,295원/ha 

- 체법: 수자원함양기능을 체재인 건설  유지비용으로 시산하는 방법

  ․ 1톤당 건설  유지비용19 * ha당 증가한 토양 류량20 

    = 12,530.46원/톤 * 56.6톤/ha = 709,224원/ha

- 공 자수용의사 액(WTA): 산주에게 수용 액을 질문하여 추정

  ․ 2,000천원/ha21

19 1톤당 건설  유지비용은 김종호 등(2005)를 참고로 정리하 음. 이 연구에서는 1년간 물 1

톤을 장하는데 다목  건설비가 12,530.46원/톤, 수량 유지비용(감가상각비의 1%)가 

7.4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기타비용으로 다목  수몰지역의 생산

성감소방지효과도 시산하고 있지만 수몰지역이 담과 임야이외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다목  건설비용과 유지비용을 상으로 추정하 음.
20 수원함양기능을 증진시키기 해 시업을 한 산림과 시업을 하지 않은 산림의 토양 류량을 비

교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 김경하 등(2007)의 보고서를 인용하 음. 즉 김경하 등(2007)의 보고

서에 따르면 토양의 최 류량인 조공극량과 산림토양 A층의 평균토심을 이용하여 토양 류

량을 계산한 결과 비시업림은 529.4톤/ha, 시업림은 586톤/ha로서 숲가꾸기로 인해 56.6톤/ha의 

토양 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1 공 자수용의사 액(WTA)는 산주들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액으로서 시업의 제한을 받으면

서 그 정도의 보상을 받으면 시업제한이 없을 때의 효용과 같은 수 을 기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일반 으로 동일한 환경재에 하여 개선을 한 WTP와 악화에 한 WTA

는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경험 으로 양자 간에는 비 칭  계가 

있으므로 보통 WTA가 WTP의 3배 정도 된다고 함(矢部光保,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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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비용을 기 으로 수원함양기능에 한 지불 액을 보상하는 방법. 

- 수자원함양 기능증진을 한 시업추가비용: 일반 목재생산림과 비교하여 수원함

양림은 토양 류량을 증가시키기 하여 조재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ha당 

486,000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1> 참조).

- 수원함양보안림 리비용: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을 증 시키기 해 매년 실시하

는 덩굴제거 등의 수원함양림의 보 활동 액을 10만원으로 가정한다. 일본에서

는 산림시업 교부 액을 산림 1ha당 1만엔으로 설정하고 있다.

- 이를 종합하여 수원함양림 지불 액을 산정하면 첫해에는 수자원함양시업에 한 

추가비용 486,000원과 연간 리비용 100,000원을 합한 586,000원이 소요되고 2년

째부터 5년째까지는 연간 리비용 100,000원이 소요된다. 

  ․ 첫해: 시업추가비용 + 연간 리비용 = 486,000원+100,000원=586,000원/ha

  ․ 2년째~5년째 : 연간 리비용 = 100,000원/ha  

표 5-1.  목재생산림과 수원함양림의 시업차이에 따른 비용비교 

단 : 원/ha

시업종류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직 비용

벌채비용 600,000 600,000

집재비용 243,000 567,000

집 비용 24,000 105,000

간 비용 부 비용 173,400 254,400

비용합계 1,040,400 1,526,400

자료: 문가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주1) 시업시기는 목재생산림과 수원함양림 모두 3령을 기 으로 작성

   2) 벌채비용은 120,000원/6㎥을 ha로 환산하여 시산한 비용

   3) 집재비용은 기계(30,000원)와 인력 3명(240,000원)에 의한 10㎥작업을 기 으로 수원함양림은 

조재비율 70%, 목재생산림은 조재비율 30%로 환산하여 시산한 비용

   4) 집 비용은 70㎥작업에 소요되는 350,000원을 기 으로 수원함양림은 조재비율 70%, 목재생산

림은 조재비율 30%로 환산한 비용 

   5) 간 비용은 보험료와 기계소모품 등의 비용으로 직 비용의 20%를 계산

2.3.2. 계약기간

○ 수원함양보안림 효과를 지속 으로 증 시키기 해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속 인 리 측면을 고려하여 장기 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

으며 산주들도 5년 는 10년의 장기계약에 한 선호가 높았다. 

- 수원함양보안림의 수원함양비율을 증 시키기 해서는 산림의 수 울폐도(樹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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鬱蔽度)를 일정 비율(70～80%)22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솎아베기를 5년 내외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산림토양을 보 하고 입목의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여야 

한다.

2.3.3. 재정소요

○ 재정소요액은 참여면 , 참여율, 지불 액에 따라 달라진다.

- 제1종 공사유림 가운데 25%의 산림을 상으로 ha당 500,000원을 지불할 경우에 필

요한 재정소요액은 약 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상면 을 확 하여 제

1,2,3종 사유림 체(100%)를 상으로 할 경우에는 약 894억원이 소요될 망이다.

표 5- 2.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에 따른 재정소요액(지불 액이 50만원인 경우) 

상면

(ha)

지불단가

(원)

참여비율

(%)

상재정소요액

(억원)

1종

공사유림

128,175 500,000 25 160

128,175 500,000 50 320

128,175 500,000 75 480

128,175 500,000 100 641

1,2종

공사유림

142,858 500,000 25 179

142,858 500,000 50 357

142,858 500,000 75 536

142,858 500,000 100 714

1,2,3종

공사유림

178,789 500,000 25 224

178,789 500,000 50 447

178,789 500,000 75 671

178,789 500,000 100 894

2.3.4. 재원확보

○ 산림이 지닌 수자원가치를 내부화하기 해서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산림청의 일반재원( 산)은 매년 기획 산처 등과의 의를 통해 마련되므로 산림청

의 일반 산사업만으로는 지속 인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별도의 재원이 필

22 정용호 등(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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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다양한 방안이 있지만 수자원함양기능에 한 국민들의 지불

인식이 낮은 실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새로운 재원(목 세)을 징수하는 것은 납세에 한 

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  새로운 재원보다는 기존의 재원 가운데 산림의 수자

원기능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우선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먼  산림의 수자원기능의 환원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 해서는 재의 재원 황

과 사용내역을 악하여 재원조성과 운 의 비합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산림의 수자원기능과 직 으로 연 되어 조성된 세입규모를 악하고 수자원기

능 증진을 한 세출 규모를 악할 필요가 있다. 한 산림의 수자원가치 환원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해서도 수자원기능 증진을 한 ․장기 세출규모를 악

할 필요가 있으며 산림청의 사업도 경제사업과 공익사업으로 재조정하여 포

으로 규모를 산정하여 이를 수자원기능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산림의 수자원기능 증진을 한 출연 , 차입 , 특별회계로부터의 입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산림의 수자원기능으로 조성되었으나 산림으로의 재투자가 미흡한 재원들의 일부

를 환원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기존의 산림기본법을 

개정하여 재원마련을 한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자원조성  리에 한 법률의 

개정이나 수계 리기 내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이들 재원이 산림에 지속 으로 

재투자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산림의 수자원가치 환원방안이 장기 으로 안정 으로 지속되기 해

서는 “수원함양세” 등의 목 세 형태의 세원을 발굴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2.4. 수원함양보안림 정비 상의 유의사항

○ 상지역별로 한 시업방법의 선택

- 수원함양림 시업방법에는 복층림, 거목림, 혼효림, 활엽수림이 있으며, 산림시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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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상지역의 숲 모양․기상․지형․토양․재해이력 등의 조사를 우선 실시하

여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상 산림에 가장 한 시업방법을 결정한다. 

○ 수원함양  토양보 에 한 배려 

- 수원함양림의 정비는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의 유지․증진을 주목 으로 시행하는 것이

지만,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은 토양을 유지․생성하도록 하는 작용을 통해 유지된다. 

따라서 수원함양림의 정비에 있어서는 토양보 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 지표침식, 표

층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 한 산림을 계속 으로 유지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 으로는 하게 햇볕이 들고, 숲에 풀들이 유지되어 산림표면이 황폐

해지지 않고, 낙엽․낙지가 지표면을 덮고 있는 산림을 육성․보 할 필요가 있다.

○ 산림자원의 유효이용

- 산림정비에서 반출이 가능한 간벌재는 반출하여 이용하고, 반출이 불가능할 경우

에는 토양보 공 등으로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유효이용을 도모한다. 

○ 최소비용으로 최 효과

- 수원함양림조성사업에는 력 약, 수원 정림, 수원분수림, 매수제도가 있으며, 

산림정비의 계획은 우선 으로 비용측면을 검토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 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조성방법을 선택한다. 

○ 약제의 미사용

- 살충제․제 제․고엽제 등의 약제는 원칙 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5. 수원함양보안림 추진체계 및 운영매뉴얼

2.5.1. 수원함양보안림 조성 추진체계

○ 수원함양보안림 기본운 계획의 수립은 산림청, 지자체, 문가, 산주․주민 표, 련

부처 등으로 구성된 운 의체에서 수립하고 운 의체에서 사업실행  산을 집

행한다. 한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  개선과 운 성과의 효율  효율성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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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수원함양보안림 조성 추진체계

산림청
(운영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산주 또는 대행업체

• 비전과 목표설정
• 운영계획 및 추진전략 개발
• 수원함양림 운용계획서의 승인

• 계획내용 확인 및 의견첨부
  -계획내용 확인
  -지차체 산림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 정책집행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약정내용 이행

제출

제출

승인

지급

○ 수원함양보안림 시행 차는 신청인(산주 는 행업체)이 지방자치단체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자체의 산림정비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에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산림청의 운

의체(산림청, 지자체, 문가, 산주  주민, 민간단체, 련부처로 구성)에서 심사하

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승인된 계획서는 지자체를 거쳐 신청인(산주 는 행업체)

에게 달되면 사업이 시작된다. 

2.5.2. 운 매뉴얼

○ 운 매뉴얼에는 수원함양보안림 사업 실시요령과 련서류가 포함된다.

가.  상후 보지의 비 조 사

○ 비조사 시기 : 비조사는 원칙 으로 계약 는 정의 체결을 정한 년도의 년

도에 실시하도록 한다.

○ 비조사 내용 : 비조사의 내용은 지조사, 권리 계조사, 목표림형  확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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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방법안의 작성 등으로 한다. 

○ 비조사 탁 : 비조사는 탁으로 실시하고 사무 처리는 다음 차를 따른다. 

- 계약사무 : 산림청장은 비조사에 해 탁계약을 체결과 동시에, 그 내용을 지

자체장에게 통지한다.

- 지도감독 : 지자체장은 산림청장의 의뢰를 받아, 지자체 직원을 조사 직원으로 지

정하도록 한다. 지자체장은 조사 직원을 지정한 경우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

고하도록 한다. 조사 직원은 탁업무에 한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나.  사 교 섭

  지자체장은 비조사의 실시에 맞추어 다음에 따라 소유자와 사 교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 사 교섭의 내용 : 사 교섭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다.

- 계약  정의향

- 계약  정내용

○ 동의서

- 지자체장은 사 교섭에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소유자에게서 수원함양림 확보

사업후보지 동의서를 제출 받고 사본을 산림청장에게 송부한다. 

다 .  상후 보지의 선정

○ 산림청장은 비조사  사 교섭 결과에 기 하여 산림후보지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통지한다.

라.  본  조 사 실시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도록 한다.

○ 본 조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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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의 내용은 산림후보지에 련된 구역의 확정, 경계항 설치, 산림의 조사, 

입목의 평가 등이며, 그 범 는 확보산림의 구분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본 조사의 탁

- 계약사무 : 산림청장은 본 조사에 해 탁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시에 그 내용

을 지자체장에게 통지한다.

- 지도감독 : 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해서는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 탁업무의 간확인 : 지자체장은 탁업무에 해 간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

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간확인에서 확인사항은 별도로 정한 본 조사 실시요

령에 따른다. 

○ 본조사의 통지

  지자체장은 본 조사의 실시를 양식 따라 해당소유자에게 통지한다.

마.  상후 보지의 선정 취 소

○ 산림청장은 규정에 따라 산림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지자체장에게 

통지한다.

○ 지자체장은 산림후보지의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해당소유자에게 통지한다.

바.  지 측량   구역 측량

○ 지자체장은 수원함양림 후보지에 해 본조사의 실시에 맞추어 지 측량을 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  실시방법에 해서는 별도로 정한 수원함양림확보사업 

지 측량 탁업무 실시요령에 따른다. 

○ 지자체장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원함양 정림의 후보지에 

해 본조사의 실시에 맞추어 구역측량을 탁에 의해 실시하며, 그 내용  실시방법

에 해서는 별도로 정한 수원함양 정림 측량 탁업무 실시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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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 약 는 정 의 체 결년 도 결정

○ 산림청장은 계약체결에 한 산과 계약  정의 체결물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 

는 정체결의 실시년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통지한다. 

아.  계 약 는 정 조 건 결정

○ 지자체장은 계약 는 정체결 실시년도 결정통지를 기 로 계약 는 정물량  

평가액 등의 계약 는 정조건을 결정하도록 한다.

자 .  소 유자 와의 교 섭

○ 지자체장은 계약 는 정조건에 맞추어 소유자와 교섭을 실시하며 그 내용을 작성

하고 사본을 산림청장에게 송부한다. 

차.  계 약 는 정  체 결

○ 계약 는 정체결에 하여 소유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지자체장은 소유자와 

계약  정을 체결하고 사본을 산림청장에게 송부한다. 

카.  권리  등의 등기

○ 지자체장은 수원함양림의 등기에 한 사무를 실시한다. 

타.  실시계 획 에 한 조 사

○ 지자체장은 추진과정에서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산림조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수

집한다.

.  지역 련 단 체 와의 연 를  통 한 모니터링 

○ 지자체장은 산림조합 등과 연락하여 산림변화실태를 검하고 감찰하는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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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해 노력한다.

하 .  기 타

○ 기타 수원함양림 확보사업의 실시에 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련법규 정비방안

3.1. 산림기본법의 개정

  산림이 지닌 수원함양기능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근거를 마련하기 해서는 

산림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1996년 개정된 산림법에서 환경

서비스에 한 경제  보상(PES)에 한 법  근거를 담고 있다. 즉 “코스타리카는 직  

법 으로 산림이 통 으로 거래하던 상품(목재와 부산물) 이외에도 혜택(서비스)를 생

산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부차 으로 산주들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를 들어 도시나 농

지역의 물 사용자들, 과학자들, 객, 그리고 업종사자들, 나아가  인류에게 

온실가스의 악 향을 감해 주는 등의 혜택을 릴 수 있게 해 다는 것을 인정 한다” 

고 환경서비스에 해 산림법은 정의하고 있다(Von Platen, 1999: 24, 27). 이 법은 산림

이 제공하는 네 가지의 서비스 즉 수계보호, 경 미, 탄소분리/고정, 생물다양성 보존 등

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림기본법에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  기능에 한 정의를 명시 으로 규정하

고 이들 산림환경서비스의 증진을 한 련 규정 즉, “산림의 공익  기능의 유지  

증진을 해 필요한 산림사업  련활동에 하여 국가가 직  지원할 수 있다”는 규

정을 신설하여 수자원을 포함한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에 한 규정을 둠으로써 재원의 

우선사용근거를 마련한다.

3.2.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사유림에 해서 행 「산림자원조성  리에 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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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서는 산림소유자가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상 으로 받게 될 손실

을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보안림의 지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 산의 범 내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으로 국가 산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이외에도 재원과 련한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즉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혜자들로부터의 출

연 , 차입 , 한 이들 자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 지자체의 일반회계  다른 특별

회계로부터의 입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3.3. 수계관리기금내에 산림계정의 신설

  우리나라 수자원의 64%가 산원수이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산림에서 발생하는 

편익인 만큼 이와 련한 재원이 산림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행 4 강 

특별법23에 의한 수계 리기 내에 산림계정이 별도로 신설될 수 있도록 련부처와의 

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련 법 개정으로 산림청에서는 자원정책본부장이 한

강을 제외한 낙동강, 산강․섬진강, 강수계 리 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4 강의 물 이용부담 으로 마련된 수계 리기 이 산림에 지속

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림계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수원함양과 련이 있는 

사업에 수계 리기 을 투자한다는 당 성이 있으며 수원함양기능의 제고를 해 법

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수원함양보안림 산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산림 리에 극 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4. 세제개선 강화

  산림이 지닌 수원함양기능을 유지․증진시키기 해서는 장벌기 정책의 도입이 필요

하며 이를 해서는 수원함양보안림과 련한 재산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제

해택을 확 하여 장벌기 산림정비에 한 인센티 를 부여한다. 문임업인이 수원함양

보안림을 취득시 세제 감면혜택의 면 상한선(99만㎡)을 폐지 는 확 한다. 문임업

23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등에 한 법률, 낙동강수계물 리 주민지원등에 한법률, 

산강․섬진강수계물 리 주민지원등에 한법률, 강수계물 리 주민지원등에 한법률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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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소유한 임야에 하여 일몰기한이 도래한 세제의 기한을 연장하고 임업기계 구입

시 부가가치세 세율을 용하고 면세유의 공 을 확 한다.

3.5. 기타 관련 법령 개선

  산림청 훈령 등의 개정을 통해 수원함양보안림의 수자원함양기능을 유지․증진시키

기 한 시업체계, 리, 운용방식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과학 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부 인 지침 마련과 함께 운용매뉴얼, 약서 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운용매뉴얼뿐만 아니라 부록에서 제시된 일본의 사례는 수

원함양보안림지불제의 시행을 한 구체 인 내용을 담고 있어 법령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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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결론

  수원함양보안림은 보안림 체면 의 90%(약 30만ha)를 차지하는 등 최근 지정면

이 증가하고 있다.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이 되면 경 권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수원함양보안림면 이 증가한 것은 주요 산업용수의 공 원으로서 그리고 

상수원으로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인구가 증

가하고 수질오염 등으로 맑은 물에 한 국민  수요는  더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

라 수원함양보안림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수원함양보안림에 해 행 규제 주의 정책보다는 산주의 극 인 참여

를 유도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수원함양보안림이 가지는 수원함양기능 즉 홍

수방지기능, 갈수완화기능  수질정화기능 등 공익  가치에 해 한 가를 지불

하는 지불제의 도입과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시 이다.

  이 연구는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사유림)의 공익가치 환원을 한 지불제 

도입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도입에 필요한 과제와 구체 인 시행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제2장에서는 수원함양보안림의 실태와 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건교부(2006)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에 따르면 2011년이면 국 으로 340백만㎥의 

물이 부족하게 되며, 2020년에는 439백만㎥의 물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

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수자원확보 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향후 형  건설은 건설

지의 부족, 지역주민의 반발, 생태계의 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한편 수원함양기능의 유지․증진을 목 으로 법에 의해 지정되어 리되고 있는 수원

함양보안림에 해서는 경 권의 제한을 하는 등 규제 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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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격의 하락, 부녀화 노령화, 인건비의 상승 등 임업을 둘러싼 여건의 악화와 함께 산

주들은 산림을 방치하거나 리하지 않아 수원함양기능이 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규

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손실에 한 보상이나 지원시스템도 제 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오히려 숲가꾸기를 할 경우 일반산림과 동일하게 수원함양보안림의 산주들

은 사업비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수원함양기능증진 등 공공의 목 을 해 시업을 함

에도 자부담을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은 나 지보다 25배, 경작지보다 5.6배, 지보다 1.5배 더 많은 물을 흡수  

장할 수 있으며 강우 시 홍수피해를 이고 갈수기에 가뭄을 막아주는 등 녹색 으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산림의 물 장량은 총180억 톤으로서 19억 톤을 장하는 소양

과 18억 톤을 장하는 충주 과 같은 형  10개 정도에 해당되는 량이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산림을 숲가꾸기 등을 통해 수원함양기능을 제 로 높이게 되면 자연 인 

증발산량과 홍수유출량을 감소시켜 산림 류수를 재보다 5%정도인 약 57억 톤을 더 

장할 수 있고 산림 류수는 180억 톤에서 237억 톤으로 증 시킬 수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형 을 체․보완하는 방안으로 물을 흡수․ 장․공 하는 녹

색 인 수원함양보안림을 제 로 리하고 조성하는 등 수원함양기능을 유지․증진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수원함양림의 공익가치 환원사례  시사 을 도출하 다. 외국

의 경우 일본은 수자원함양과 련하여 국가차원에서는 수원지 치산 책을 마련하여 시

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수원유역 역보 사업, 수원유역지역보 사업, 오지보

안림보 긴 책사업 등이 있다. 이외에 각 지자체가 별도의 수원림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카나가와 의 경우 력 약, 수원 정림, 수원분수림, 매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원림 조성사업을 개하고 있으며 수원환경세의 도입으로 이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

으로 보인다. 동경도의 경우 수원인 多摩川 상류의 수원지에서 수원함양림의 기능향상

을 도모하고 수원림정비에 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해 시민이 참여하는 학습활동

과 볼란티어의 보 활동을 의미하는 수원산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뉴욕시에서는 뉴욕시 식수원정화를 목 으로 수원상류지역 토지소유자

를 상으로 뉴욕시 수자원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 토양침식방지, 수질개선, 유

량조 을 목 으로 농지  한계 지 소유자를 상으로 토양보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수력발 을 한 유량조 을 목 으로 수원상류지역 산주에 

해 상류지역 산림갱신이 제 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해 수력발 기업의 가지불이 이

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노력들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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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산림청이 MOU를 체결하여  주변산림에 한 숲가꾸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다. 여기서 한국수자원공사는 기본 설계비를 부담하고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비

를 부담하여 실행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여 추진한 바 있다.

  이상의 국내외 사례들은 모두 수자원의 요성을 인식하여 별도의 을 증설하거나 

리하기 보다는 수원함양림의 기능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 는 자율 정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통해 수원함양림의 공익가치를 환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수원함양보안림지불제도에 한 의향분석을 실시하 다. 수원함양보안

림 소유자인 산주들을 상으로 산림 리 로그램참여 의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수는 총 438명이며 이 가운데 자신의 산림이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31.7%에 불과한 반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8.3%로서 거의 부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최근 5년간 산림 리활동 여부에 해서는 

54%가 리를 한 이 있다고 응답하 으나 응답자의 53%가 자신의 산림이 수원함양

보안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수원함양기능을 제고하기 한 산림

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산림 리 로그램의 참여의향에 해서는 78%가 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주원

인으로서는 심이 없거나 로그램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37%에 

달해 참여도를 높이기 해서는 수원함양보안림의 역할과 요성에 한 사 교육과 홍

보가 필요하며 다양한 인센티 를 포함한 산림 리 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입  시행방안을 제시하 다.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는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PES: 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s)의 한 종류로

서 공간 으로 수계와 한 연 성을 가지고 있고 법 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수원함

양보안림이 상이 된다.

  수원함양보안림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는 수원함양기능으로서 명확한 반면 수혜자인 

국민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에 한 지불에 해 인식이 부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

주들도 심이 낮으며 지불제에 한 법  제도  시스템이 체계 으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안정화를 해서는 단기와 ․장기로 나 어 차별화된 정

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비단계와 실행단계에서는 제공자수혜원칙에 따른 공 부담

이 필요하며 제도가 안정화되는 정착단계에는 자율 정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을 용

할 필요가 있다.

  수원함양림 지불제도는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 로그램이므로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단계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 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은 시장에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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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제  수단을 우선 으로 도입한다. 규제  수단의 

상임지는 재원과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시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원보안림

의 1종 사유림을 우선 상임지로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는 수원보안림

의 2종과 3종 사유림으로 확  실시한다. 

  수원함양보안림이 지닌 공익기능을 유지  증진시키기기 한 지불 액은 산림이 발

휘하는 편익을 기 으로 선정하는 방법과 특정시업에 따른 추가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으

로 추산하 다. 편익을 기 으로 수자원함양기능에 한 지불 액은 소비자조사결과 

537,295원/ha, 공 자보상수용 액은 2,000,000원/ha, 체재인 건설  유지비용을 고

려한 체법에 의한 시산결과 709,224원/ha, 그리고 추가비용을 기 으로 산정한 지불

액은 486,000원/ha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를 도입하기 해서는 행 산림기본법을 개정하여 도입을 

한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자원조성  리에 한 법률을 개정하여 행 국가 산에만 

의존하도록 되어 있는 재원마련을  수익자부담에 의한 출연 , 차입 , 특별회계로부터

의 입  등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에서도 한강을 제외한 낙동강, 산강․

섬진강, 강수계 리 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므로 물이용부담 으

로 마련된 수계 리기 의 산림으로의 재투자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도록 산림계정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 산림이 지닌 수원함양기능을 유지․증진

시키기 해서는 장벌기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수원함양보안림과 련

한 재산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제해택을 확 하여 장벌기 산림정비에 한 인

센티 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를 도입하기 해서는 수혜자가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공 자는 서비스를 지속 으로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은 이에 한 지불 인식이 낮고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산주들도 심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원함양보안림이 제공하는 수

자원함양 서비스에 한 지불제를 면 으로 도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단계 으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의 도입과 련하여 수원함양기능 제고에 따른 가지불에 해 

국민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사  교육과 체험기회 제공 등 홍보가 필요하며, 이들

을 바탕으로 국민 인 공감 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단기 으로는 제공자

수혜원칙에 따른 공 부담이 필요하며, 제도가 안정화되는 정착단계에는 자율 정에 따

른 수익자부담원칙을 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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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수원함양보안림 련 법규  내용

1.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제정 2005.8.4 법률 7678호]

제43조 (보안림의 지정) ①시·도지사 는 지방산림 리청장은 할 지역의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토석이나 토사(토사)의 유출·붕괴 방지

  2. 생활환경의 보호·유지  증진

  3. 수원(수원)의 함양

  4. 어류의 유치(유치)·증식

  5. 명소 는 고  등 경 (경 )의 보존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 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

림을 할 시·도지사와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 (보안림 지정의 고시 등)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는 지방산림 리청장은 제4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안림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보안림 정지의 소재지, 지정에 한 이의

신청기간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와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과 련하여 산림소유자 는 해당 산림에 하여 직  이

해 계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 시·도지사 는 지방산림 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 시·도지사 는 지방산림 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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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고시하고, 산림소유자

와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보안림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5조 (보안림의 리 등) ①보안림(「산림문화·휴양에 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다.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입목·죽의 벌

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 를 

하지 못한다. 다만, 병충해의 방·구제 등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

사 는 지방산림 리청장의 허가를 받고 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안림의 지정목 에 배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숲가꾸기를 

한 벌채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도 는 방화선(방화선)을 설치하기 한 입목벌채, 임

산물의 굴취·채취 등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는 신고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④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보안림소유자에 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 으로 받게 될 손실을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⑤산림청장은 보안림의 지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의 범  안에서 산림

을 매수하거나 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가격산정에 하여는 「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의 규정을 용한다.

제46조 (보안림의 지정해제)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는 지방산림 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안림의 부 는 일부에 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3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안림의 지정을 해

제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 과 의하여야 한다.

  1. 지정목 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 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3. 학교시설·농로시설·주요산업시설 는 군사시설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

설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4. 농업·임업·어업· 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한 것으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5.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목 을 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보안림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는 범  안에서 보안림의 일부구역에서 토석채취 등 통령령

이 정하는 행 를 하고자 하는 때

  ②보안림의 지정해제 차  고시 등에 하여는 제44조의 규정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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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6.8.4 통령령 제19639호]

제49조 (보안림의 리 등) ①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

는 행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를 말한다.

  1. 토, 성토 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

  2.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

  ②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병해충·산불피해 는 자연 인 재해로 인하여 고사하거나 고사상태인 입목  풍설해로 인

하여 넘어지거나 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산불피해지의 입목벌채로 토사

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산림경 과 련된 임도·운재로  작업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이용하기 하여 총입목수량의 3분의 1이내에서 연간 50세제곱미터 범

 안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4. 산림소유자 는 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 는 비 리목 의 자가소비용으

로 동일 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

  5. 제51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한 진입로  장사무소 등 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할 수 있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함양증진을 하여 활엽수림 는 혼효림의 조성을 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 은 2헥

타르 이내에 한하며, 벌채 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복층림의 조성을 한 벌채

  3.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채·산약 를 재배하는 행

  ④법 제45조제3항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임도 는 방화선을 설치하기 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는 경우

  2. 제43조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0조 (손실보상 등) ①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

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를 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18일 내에 보상에 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방사업법」에 따라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사업을 시행한 보안림에 하여는 보

상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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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감정인·참고인 그 밖의 이해 계인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1조 (보안림의 지정해제) ①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규

모 이상의 보안림"이라 함은 그 면 이 10헥타르 이상인 보안림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방·군사시설

  2.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하는 국토보 시설

  3. 도로, 철도, 력·석유  가스공 시설

  4.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는 궤도시설

  5. 방풍시설 는 방화시설

  6. 기상 측시설

  7.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국가통신시설

  8.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를 한 시설

  9. 국립수목원  「수목원조성  진흥에 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

  10. 「산림문화·휴양에 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조성계획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산

림욕장

  ③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농업인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한 용도. 다만, 법 제43조

에 따른 토석의 유출·붕괴방지목 의 보안림으로서 철도변·주요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경

을 해치지 아니하는 산림에 한한다.

    가. 농가주택 개량시설

    나. 농·임업기계를 보 하기 한 시설

    다.농막·버섯재배시설  농림수산물 장시설

  2. 농업인 등이 법 제43조에 따른 어류의 유치·증식목 의 보안림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지 

아니한 곳에 육상어류 양식시설을 설치하기 한 용도

  3. 보안림 소유자가 보안림의 지정목 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부지면  100제곱

미터 미만의 리사를 설치하기 한 용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기 한 용도. 다만, 농지 는 지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 미만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보안림에 한한다.

    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나. 「 지법」에 따른 지

    다. 「 업법」에 따른 업에 필요한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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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 통사찰보존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을 한 경내지로 사용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

  5. 병해충의 구제  방을 한 시설을 설치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6.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방을 한 시설을 설치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⑤법 제46조제1항제6호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행 를 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하는 재해의 복구를 하여 토석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때

  2. 「 업법」에 따른 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굴진채 하는 것으로서 면 이 갱구, 

물의 선별가공시설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때

3.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6.8.4 농림부령 제1534호]

제50조 (보안림의 지정) 법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은 그 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

되, 지번단  는 능선·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사용하기로 결정하여 고시한 산림의 지정은 계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야 한다.

  1. 토석방비보안림

  토사가 유출되고 있거나 유출이 우려되는 산림  경사지의 산림으로서 낙반 는 낙석사고

가 빈번하거나 험도가 높은 지역의 산림

  2. 생활환경보안림

  도시·공단, 주요병원  각종 요양소 주변산림으로서 생활환경의 보호·유지  보건 생을 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3. 비사(비사)·해안방비보안림

  해안지 로서 비사 는 해풍·해일로 인한 내륙지방의 가옥  농경지 그 밖의 시설보호를 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4. 수원함양보안림

    가.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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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류의 농업용수·발 용수·공업용수 등 주요산업용수의 수량에 인 향을 다고 인

정하는 수지 주 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 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

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나. 제2종 수원함양보안림

    상류 수원지 로서 한·수해에 큰 향을 다고 인정하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한 산림 

는 자연환경조건으로 인하여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

면 은 50헥타르 이상으로 한다.

    다.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상수원 수질 리를 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

림 는 공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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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강, 양천, 양강, 양산천, 서낙동강  그에 속하는 제1지류

      (4) 산강·섬진강 수계 : 주암호·상사호·동복호 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

천, 이사천  그에 속하는 제1지류

  5. 어 보안림

  해류가 하지 아니하고 간만의 차가 은 해안에 연하여 어류의 유치·증식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산림

  6. 경 보안림

    가.명승지·유 지· 지·공원·유원지등의 주 산림과 그 진입도로변으로서 경 보 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나.고속도로변·주요간선도로변·철도변  도시주변으로서 경 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제51조 (보안림 지정  지정해제의 고시 등)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고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의 목  는 지정해제 사유

  2. 지정 는 지정해제하려는 보안림 정지 소재지의 지번·지목·면

  3. 산림소유자의 주소·성명

  4. 지정 는 지정해제 연월일

  5. 이의신청기간

  ②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보안림을 해제하는 때의 이의신청기간은 10일로 한다.

  ③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보안림 정지의 지정에 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

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할 시장·군수·구청장 는 지방산림청국유림 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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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경유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44조제1항  제4항에 따른 고시는 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2조 (보안림 안에서의 시업허가신청 등) ①법 제45조에 따라 보안림 안에서 입목벌채 그 밖의 

시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시업구역도(축척 6천

분의 1 내지 축척 1천200분의 1)를 첨부하여 할 시장·군수·구청장 는 지방산림청국유림 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는 지방산림청국유림 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

는 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2. 지조사서

  3. 그 밖에 시업허가에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 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3조 (손실보상의 신청  결정) ①  제5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

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손실액에 한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는 지방산림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2. 지조사서

  3. 그 밖에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다.

제54조 (보안림 장의 비치) 시·도지사 는 지방산림청장은 보안림의 리와 실태 악을 하여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장에 보안림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5조 (농업·임업용도 등의 지정해제 상 보안림)  제51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보안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보안림을 말한다.

  1. 토석방비보안림

  2. 제2종 수원함양보안림

  3. 경 보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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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카나가와  수원림조성사업 련 추진내용

1. 카나가와  수원분수림 계약요령

제1. 취지

  카나가와  수원림확보사업 실시요강(이하 [실시요강]이라고 함.)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

원분수림 계약에 해서는 실시요강  카나가와  수원림확보사업 실시요령(이하 [실시요령]이

라고 함.)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이 계약요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 계약의 종류

  수원분수림계약(이하 [계약]이라고 함.)은 이 소유자와의 사이에 체결하는 양자에 의한 분수

육림계약으로 한다.

제3. 계약 상산림

  계약의 상산림은 실시요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이면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되고 이 

리하기 당하다고 인정한 산림으로 한다.

(1) 지 , 지세, 기상 등의 자연조건이 육림에 합한 산림

(2) 원칙 으로 산림연령 21년생 이상 50년생 이하의 산림. 단, 산림연령 51년생 이상의 산림이더

라도 30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산림은 상으로 할 수 있다. 

(3) 상면 이 2헥타르 이상의 산림. 단, 다른 확보산림과 연속하는 산림이며, 계약 후 함께 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4) 권리 계가 명확하며 계약이행에 지장을 래할 우려가 없는 산림

(5) 법령에 의한 벌 등의 제한이 없는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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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계약사항

  계약에서는 다음의 각호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정한다.

(1) 계약의 존속기간에 한 사항

(2) 입목의 소유  지분 등에 한 사항

(3) 지상권의 설정  소멸에 한 사항

(4) 계약당사자의 의무에 한 사항

(5) 비용의 부담구분 등에 한 사항

(6) 수익의 분수에 한 사항

(7) 임산물의 채취에 한 사항

(8) 손해배상  손실보상에 한 사항

(9) 계약의 해약  해제에 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5. 계약기간

  계약의 존속기간은 원칙 으로 다음의 기 에 따라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계약시의 산림연령이 50년생 이하의 계약지에 해서는 계약지의 최  산림연령이 70년생 이

상이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계약시의 산림연령이 51년생 이상의 계약지에 해서는 최  30년간의 기간으로 한다.

 

제6. 수익의 분수비율

  계약과 련된 수익은 별표1에서 제시하는 것에 따라 분수하도록 한다.

제7. 계약 상입목의 공유  지분의 비율 등

  육림 상입목  식재목(이하 합쳐서 [계약 상입목]이라고 함.)은 각 계약당사자의 공유로 하

며, 그 지분의 비율은 제6에서 규정하는 분수비율에 따르도록 한다.

제8. 정산 의 지불

  은 육림 상입목의 지분의 가의 일부(이하 [정산 ]이라고 함.)에 해서 소유자에게 지불

하도록 한다. 정산 의 규정  지불은 별표2에서 제시하는 로 한다.

제9. 권리의 설정  해제

1. 지상권의 설정

  은 계약체결 시 해당계약의 존속기간에 해 수원분수림 상지  육림 상입목이 생립하는 

토지에 지상권의 설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2. 지상권의 해제

  은 육림 상입목의 부에 해 수익의 분수가 완료되었을 시, 는 지상권의 존속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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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졌을 시에는 지상권을 해제하도록 한다.

  지상권을 해제한 경우, 은 그 토지를 원상태로 회복시키지 않고 재 상태 그 로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제10. 사업방법

 계약지에서의 사업의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계약존속기간 내에 복층림정비를 목표로 시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벌의 방법은 원칙 으로 척벌방식으로 한다.

(3) 계약체결 후에 식재한 입목  계약기간만료 후에 남아있는 입목에 해서는 소유자에게 귀속

시키는 것으로 한다.

(4) 기타 시업의 방법에 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11. 계약방법

  실시요강 제8조에서 규정한 계약의 방법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원분수림계약서(이하 [계약서]라고 함)은 양식1을 표 으로 한다.

2. 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계약서본문

(2) 별지

  가. 토지  입목의 표시

  나. 육림방침

(3) 실측도

(4) 기타 청부서면

  가. 공유림에서는 원칙 으로 공유자 원의 동의서  계약 표자에 한 원의 임장 

3. 계약면 은 원칙 으로 실측에 의한 것으로 한다.

  계약면 의 단 는 원칙 으로 평방 헥타르로 계약하고, 소수  이하는 버린다.

4. 수원분수림 상지에서 붕괴지, 제지 등 육림의 상으로 하지 않는 구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육림 상구역을 원칙에 따라 산정하여, 육림 상면 으로서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육림 상면 의 단 는 원칙 으로 헥타르로 하며 소수  이하 2자리(3자리는 사사오입)까지 

표기한다.

제12. 지상권의 설정등기

 실시요강 제9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지상권의 설정등기는 소유자에게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받

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3. 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수원분수림의 계약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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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분수림 계약서

  토지소유자 (이하 [갑]이라고 함.)와 육림자 카나가와  소장(이하 [을]이라고 함.)은 수원지역에

서 을이 갑에게서 취득한 입목을 육림해가는 것을 목 으로 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이용에 하여 

다음의 조항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주지)

제1조 을은     년   월   일 부 입목매매계약에 의해 갑에게서 취득한 별지1의 입목(이하 [취득입

목]이라고 함.)을 육림하기 해 별지2의 갑이 소유한 토지  별첨실측평면도      의 부분

(이하 [수원입목림 상지]라고 함.)을 사용하도록 한다.

    2 갑은 수원입목림 상지  취득입목이 생립하는 토지(별첨실측평면도   의 부분)에 하여 

취득입목의 소유를 목 으로 한 지상권을 을을 해 설정하도록 한다.

    3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갑을 

의 후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익분수의 비율)

제2조 취득입목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지 상당분으로서 그 수익의 일부를 갑에게 수익

시키도록 한다. 

    2 항의 수익 비율은 제20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갑 100분의 40

      (2) 을 100분의 60

    3 2항의 수익으로는 취득입목의 매 부터 지불에 필요한 비용(벌채, 조재, 운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벌채에 수반되는 입목조사를 한 비용을 포함.)을 제

외한 것으로 한다.

  (계약 상산림의 표시)

제3조 을은 수원입목림 토지이용분수계약의 계약 상산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기 한 시설을, 

갑에게 그 규격, 설치지 을 사 에 통지한 후 설치할 수 있다. 

  (갑의 의무)

제4조 갑은 을이 실시하는 취득입목의 정비  리에 력할 의무를 가진다.

  (을의 의무)

제5조 을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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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득입목의 육림에 필요한 산림시업

  (2) 취득입목의 리를 해 다음에서 제시하는 사항

    가 취득입목의 화재 방을 해 노력할 것

    나 취득입목의 도벌, 오벌 기타 제3자에 의한 가해행  방을 해 노력할 것

    다 취득입목의 병충해 방을 해 노력할 것

    라 수원입목림 상지의 경계표의 설치  보

    마 기타 가에서 라까지의 사항에 부 하는 행

  (3) 별지2의 토지에 한 지상권설정의 등기수속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하여 계약이 종료한 

경우 는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것에 의해 이 계약이 종료한 경우, 기타 이 계약이 정하는 

것에 의해 계약의 부가 해약된 경우의 지상권 말소의 등기수속을 실시할 것.

  (4) 지불 을 가지고 수익분수를 실시하는 경우에 취득입목의 지불을 할 것.

  (5) 취득입목에 하여 제3자에 해 보험 , 손해배상  는 손실보상 을 청구할 경우 청구

에 련된 행 를 실시할 것.

  (인공림의 수익분수)

제6조 취득입목  수종이 삼목, 노송나무인 것(이하 [취득인공림]이라고 함.)에 해서 사업상의 

필요로 간벌을 실시하여 간벌재에서 수익이 발생하 을 경우에는 이것에 해 수익분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2 항에 의한 것 이외의 취득인공림의 부에 해서는 계약의 존속기간 만료일  5개월 

사이에 수익분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3 항에 의해 취득인공림의 부에 해 수익의 분수가 종료했을 때에는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계약의 존속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이 계약을 종료하도록 한다.

  ( 엽수림 등의 수익분수)

제7조 취득입목  취득인공림 이외의 입목(이하 [ 엽수림 등]이라고 함.)에 해서는 시업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벌채는 실시하지 않도록 하여, 채벌한 엽수림 등에서 수익이 발

생한 경우만 수익분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지상권의 해제)

제8조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하여 계약이 종료한 경우 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 계약

이 종료한 경우,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한 것에 의해 계약의 부 는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

는 제1조 제2항에 의해 설정된 지상권의 부 는 일부를 해제하도록 한다.

  (토지의 반환)

제9조 계약이 종료했을 때에는, 을은 수원입목림 상지를 재 상태 그 로 갑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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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이 종료했을 때에 존재하는 엽수림 등  벌근 등은 갑에게 귀속시키도록 한다.

  (목재 이외의 임산물 등의 채취)

제10조 갑은 취득입목의 육성에 지장이 없는 한, 을의 승인을 얻어 수원입목림 상지내에서 낙엽, 

풀, 떨어진 가지, 산채, 나무열매, 버섯류  손질을 해 벌채한 입목(수익을 수반하는 

것을 제외.)을 채취할 수 있다.

  (보험의 가입)

제11조 을은 취득인공림에 해 을을 보험 수취인으로 한 산림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2 보험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비용부담)

제12조 별지2의 토지에 한 공조공과는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계약서의 작성에 필요한 인지세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수익자부담 의 분담)

제13조 수원입목림 상지에 해서 임도, 작업도의 설치를 수반하는 수익자부담 이 발생하 을 

경우,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분수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도록 한다. 별지2

의 토지  수원입목림 상지외에 해서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 의한 토지의 사용)

제14조 취득입목이 자라는 토지에 하여 수원입목림의 목  는 용도에 어 나지 않는 한도에

서 제3자에 의한 토지의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을은 을이 정한 기 에 합하며 특히 

부득이하다고 단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의를 얻어 지방자치법(쇼와 22년 4월 17일 

법67) 제238조의4 제4항  카나가와  유재산규칙(쇼와 59년 3월 31일 카나가와  규

칙 제40호) 제24조 는 제 25조에 근거하여 행정재산목 외 사용허가 는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 는 목 에 어 나지 않는 한도에서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한 조례(쇼와 39년 3월 31일 카나가와  조례 제 79호)에 따라 을이 징

수한 사용료는 을에게 귀속시키도록 한다.

     2 항에서 제3자의 토지사용에 해 허가 는 승인이 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갑이 제3

자의 토지사용에 한 가의 수입을 희망할 때에는 갑은 해당사용부분의 계약의 해약을 

을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항의 해약 신청의 효과(입목매매  등  비용 등의 반환 등의 유무여부에 그 액 

 기타 해약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것들)에 해서는 갑을이 의하도록 한다.

     4 을이 행정재산목 외 사용허가 는 승인을 한 경우에 을이 취득입목에 한 보상 을 제

3자에게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 해 이 청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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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의 액을 갑에게 지불하도록 한다. 

     5 항의 경우에서 손실보상 을 받아 벌채한 취득입목  시장거래에 의해 수익이 발생한 

것이 있을 경우, 이 수익에 해 을은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비용을 공제한 뒤 제2조 제2

항에서 정한 비율의 액을 항의 액에 더하여 갑에게 지불하도록 한다.

  (토지 등의 처분)

제15조 갑은 사 에 을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제3자에게 수원입목림 상지의 양도, 담보물권의 

설정, 기타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처분  계약상의 지 의 양도를 할 수 없다. 

     2 갑은 제3자에 해 별지2의 토지  수원입목림 상지외의 토지의 양도, 담보물권의 설정

을 실시할 경우 사 에 을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3 을은 사 에 갑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제3자에게 취득입목의 양도, 담보물권의 설정, 기타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처분  계약상의 지 의 양도를 할 수 없다.

  (경계의 확인)

제16조 갑은 별지2의 토지와 이와 붙어있는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는 경우, 사 에 을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상속이 있을 경우의 처치)

제17조 상속에 의해 이 계약상의 지 를 갑에게서 계승한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서면으로 그 성명, 주소를 을에게 통지한다.

     2 항의 경우에서 여러 명이 상속인(이하 [공동상속인]이라고 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이 계약에 한 권리의 행사 는 의무의 이행에 해 표자 1명을 선임하고, 표자는 

다른 상속인의 임장을 첨부하여 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다.

     3  2항의 통지가 있을 경우, 본 계약서의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간주한다. 이 경우 을은 그 

내용을 해당상속인( 항의 경우에는 그 표자)에게 통지한다.

  (주소 등의 변경 통지)

제18조 갑  을은 성명, 명칭이나 조직변경 는 주소, 소재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것을 계약 상 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을의 조직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인사이

동에 의한 소장의 변경은 제외한다.

  (특별사정에 의한 계약의 해약)

제19조 다음의 각호에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부 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는 공익사업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 (제14조에서 규정한 수원입목림 목

 는 용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

    (2) 화재, 자연재해 등의 원인에 의해 계약 상입목의 부 는 일부가 손실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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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에 의한 해약의 효과)

제20조 조 제1호  제2호에 의해 계약의 부 는 일부를 해약한 경우에, 을이 취득입목에 

한 보험 , 손해배상  는 손실보상 (이하, 합쳐서 [보험  등]이라고 함.)을 수령하

고 있는 경우, 을은 갑에 해 부록 제1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액을 지불하도록 한다. 

     2 항의 경우에 손실보상 을 받아 벌채한 취득입목 는 손해배상   보험 의 원인이 

되는 행  는 화재, 천재에 의해 손상된 취득입목  시장거래에 의해 수익이 발생한 

취득입목이 있는 경우, 이것에 해 을은 부록 제2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액을 항의 

액에 더하여 을에게 지불하도록 한다.

     3 조 제1호 는 제2호에 의해 계약의 부 는 일부를 해약 시, 을이 보험  등을 수령하

고 있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 해 취득인공림을 상으로 부록 제1의 산식에 의해 산출

된 액을 지불하도록 한다( 조 제2호에 의해 쓰러진 엽수 등의 시장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와 같은 지불을 실시하도록 함). 단, 취득인공림이 자라고 있지 않는 곳의 해

약  취득인공림이 멸실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의 해약의 경우는 어떤 지불도 하

지 않는다. 

     4 조 제1호 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인공림의 육림이 계속 으로 가능하여 계약

의 해약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을이 보험  등을 수령하고 있을 시에는 제2조 제2항

에서 정한 비율의 액을 을은 갑에게 지불하도록 한다.

  (갑의 사정에 의한 계약의 해약)

제21조 갑은 갑의 이유에 의해 이 계약의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계약의 부 는 일부

의 해약에 해 을에게 의를 구할 수 있다.

     2 항의 의에 의해 을이 해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계약의 부 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

     3 항에 의해 해약할 경우, 취득입목이 있는 경우에 갑은    년   월   일부 입목매매계약에

서 을이 지불한 매매 의 액과 해약시의 입목평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액에 

비교를 한 입목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액을 더하여 을에게 지불하도록 한다.

  (토지의 리상 필요한 조치)

제22조 토지의 리상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갑은 을과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

다. 

     2 항에서 요구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손해배상책임)

제23조 갑  을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 계약을 이행하며 만일 배할 경우에는 이것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상 방에게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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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재 소)

제24조 이 계약에 한 소송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을의 사무소 소재지를 할하는 재 소를 제1심

의 재 소로 한다.

  (그 외의 사항)

제25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 는 의의가 있는 조항에 해서는 갑을 의 후 정하도록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해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기명날인 후 각자 1통을 보유하도록 

함.

                    년     월     일

                      갑   주   소

                           토지소유자 성            명

                      을 

                           입목소유자 카나가와               소장

3. 카나가와  수원림 정비 정계약 요령

제1. 취지

  카나가와  수원림 정비사업 실시요강(이하 [실시요강]이라고 함.)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원림 정비 정계약에 해서는 실시요강  카나가와  수원림 확보사업 실시요령(이하 [실시

요령]이라고 함.)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이 요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 계약의 종류

  수원림 정비 정계약(이하 [계약]이라고 함.)은 이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산림정비를 

목 으로 한 토지의 임 차계약으로 한다.

제3. 계약 상산림

  계약의 상으로 하는 산림은 실시요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이면서 다음의 조건에 부 합



- 115 -

하며 이 리하기 당하다고 인정한 산림으로 한다. 

  (1) 엽수정비 는 혼교림정비에 해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산림

  (2) 삼나무, 노송나무 인공림에 해서는 원칙 으로 산림연령이 11년생 이상의 산림

  (3) 상면 이 략 2헥타르 이상의 산림. 단, 다른 확보산림과 연속하는 산림이며 계약 후 일

체 으로 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4) 권리 계가 명확하여 계약이행에 이장을 래할 우려가 없는 산림

제4. 계약사항

  계약에는 다음의 각호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계약의 존속기간에 한 사항

  (2) 임료의 지불에 한 사항

  (3) 계약당사자의 의무에 한 사항

  (4) 비용의 부담구분 등에 한 사항

  (5) 임산물 등의 채취에 한 사항

  (6) 계약의 해약  해제에 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 계약기간

  계약의 존속기간은 20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의 만료일은 계약을 체결한 년도에서

부터 계산하여 20년째의 년도의 말일로 한다. 

제6. 借地料의 지불

  계약에 있어서는 이 소유자에게 매년 해당계약지에 련된 임료(이하 [차지료]라고 함.)를 지

불한다. 

  차지료의 산정  지불은 별도의 표에 의한다.

제7. 계약 상지의 표시

  계약 상지를 표시하기 해 은 필요에 따라 계약 상지에 별표에 따른 표시 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8. 산림정비의 방법

  계약지에 한 산림정비는 이 실시하고, 원칙 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 엽수림은 정리벌 등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천연하종갱신 는 엽수 식재 

등의 산림정비를 실시한다. 단, 생태계보존  산지재해방지상 요한 산림에 해서는 상

산림의 보 을 주체로 한 정비를 실시한다. 

(2) 삼나무, 노송나무 인공림은 정리벌 등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엽수의 식재 등에 따른 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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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의 조성을 목 으로 한 정비를 실시한다. 

(3) 기타 산림정비의 방법에 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9. 임산물의 채취 등

  은 계약목 에서 어 나지 않는 범 에서 소유자가 임산물  벌채된 수목 등을 채취하는 것

을 인정한다. 

제10. 계약의 방법

  실시요강 제8조에서 규정하는 계약방법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원림 정비 정계약서(이하 [계약서]라고 함.)은 양식1을 표 으로 한다.

2. 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계약서 본문

(2) 별지

  가. 계약 상지의 표시방법

  나. 정비방침

(3) 실측도

(4) 기타 첨부서면

  가. 공유지에 있어서는 원칙 으로 공유자 원의 동의서  계약 표자에 한 원의 임장

3. 계약면 은 원칙 으로 실측에 의한 것으로 한다. 면 의 단 는 헥타르로 하고 소수  이하 

2자리(3자리는 사사오입)로 한다. 

제11. 계약만료시의 취

  계약만료시, 은 그 토지  수목을 원상복귀하지 않고 재의 상태 그 로 소유자에게 반환하

도록 한다.

제12. 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 수원림 정비 정의 계약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수원림 정비 정 계약서

  토지소유자        (이하 [갑]이라고 함.)과 산림정비자 카나가와          소장(이하 [을]이라고 

함.)은 수원지역의 산림을  건 하게 육성하고 수원함량기능을 고도로 발휘시키는 것을 목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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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갑의 토지를 사용하여 갑이 소유한 산림을 정비해가기 해 다음의 조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

한다. 

  (계약의 주지)

제 1조 을은 갑이 소유하는 별지1의 토지(이하 [수원 정림 상지]라고 함.)을 임차하여 해당 수

원 정림 상이제 갑이 소유하는 별지1의 수목(이하 [생립수목]이라고 함.)  계약체결 

후에 을이 식재하는 수목(이하 [식재수목]이라고 함.)에 해 제5조에서 규정하는 산림정

비를 행함.

     2 갑은 생립수목  식재수목(이하 합해서 [정비 상수목]이라고 함.)에 해 소유권을 가짐.

     3 을은 정비 상수목에 해서 임차권을 설정하지 않도록 함.

     4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함.

  

  (계약 상산림의 표시)

제 2조 을은 이 수원정비 정계약의 계약 상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기 한 시설을, 갑은 그 규

격, 설치지 을 사 에 통지한 다음 설시할 수 있도록 함

  

  (임료의 지불)

제 3조 을은 갑에게 수원 정림 상지에 한 임료로 매년    원을 지불하도록 함. 단, 계약 첫해(  

년도)에 해당하는 임료는    원으로 함.

     2 갑은 항의 임료의 지불을 을의 회계 연도 말에 을이 지정하는 기간에, 을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을은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 청구서를 수리한 날에서 30일 이내에 임료

를 카나가와  지정 융기  공 취  주식회사 요코하마은행 청지 에서 지불하도

록 함. 

  

  (갑의 의무)

제 4조 갑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을이 실시하는 정비 상수목의 정비  리에 력할 의무를 

가짐. 

  (을의 의무)

제 5조 을은 다음의 의무를 가짐.

  (1) 별지2에서 정한 정비방침에 따라 정비 상수목정비(간벌을 포함)를 실시할 것

  (2) 정비 상수목의 리를 해 다음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시행할 것

   가 정비 상수목의 화재 방을 해 노력할 것.

   나 정비 상수목의 도벌, 오벌, 기타 제3자에 의한 가해행 의 방을 해 노력할 것.

   다 정비 상수목의 병충해 방을 해 노력할 것.

   라 수원 정림 상지의 경계표 설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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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타 가에서 라까지에 부 하는 행

  

  (정비상황의 보고)

제 6조 을은 정비 상수목의 정비를 실시한 경우 그 상황을 갑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함.

  

  (정비방침의 변경)

제 7조 정비 상수목의 정비에 해 별지2에서 정한 정비방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을은 갑의 의 하에 이를 변경하도록 함. 

  

  (토지의 반환)

제 8조 이 계약이 종료한 경우, 을은 수원 정림 상지를 원상복귀하지 않고 재의 상태 그 로 

갑에게 반환하도록 함.

  

  (목재 이외의 임산물 등의 채취)

제 9조 갑은 정비 상수목의 육성에 지상이 없는 한, 을의 승인을 얻어 수원 정림 상지에서 

낙엽, 풀, 낙지(落枝), 산채, 나무열매, 버섯류  손질을 해 벌채한 수목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

  

  (포상  등의 수입)

제10조 수원 정림 상지  정비 상수목에 하여 제3자에게 손해보상 , 손실포상 을 청구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청구에 련된 행 는 갑이 실시하여 갑이 이를 수입하도록 함.

  

  (비용부담 구분)

제11조 갑은 수원 정림 상지에 한 공조공과를 부담하는 것으로 함. 

     2 을은 다음에서 제시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함.

       (1)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비 상수목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

       (2)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비 상수목의 리에 필요한 비용

       (3) 이 계약의 작성에 필요한 인지세의 비용

  

  (수익자 부담 의 분담)

제12조 수원 정림 상지에 해 임도, 삭업도의 설치에 수반되는 수익자 부담 은 갑이 부담하

는 것으로 함. 

  

  (토지 등의 처분)

제13조 갑은 수원 정림 상지에 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 는 지상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2 다음의 각호에서 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갑은 사 에 을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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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원 정림 상지 는 정비 상수목을 양도하는 경우

      (2) 수원 정림 상지를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수원 정림 상지 는 정비 상수목에 담보물권(擔保物權)을 설정하는 경우

      (4) 수원 정림 상지와 근 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는 경우

      (5)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처분하지 않고 계약상 지 의 양도를 행하는 경우

     3 항의 경우에서, 을은 갑과 의 후에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상속이 있을 경우의 처치)

제14조 상속에 의해 이 계약상의 지 를 갑에게서 계승한 상속인은 그 성명, 주소를 서면으로 을

에게 통지하도록 함.

     2 항의 상속의 경우에서 여러명이 상속인(이하 [공동상속인]이라고 함.)이 된 경우, 공동상

속인은 이 계약에 한 권리의 행사 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 표자1명을 선임하

여 다른 상속인의 임장을 첨부하여 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도록 함. 

     3  2항의 통지가 있었을 경우, 본 계약서의 명의변경이 있었다고 간주한다. 이 경우, 을은 

그 주된 내용을 해당상속인( 항의 경우에는 그 표자)에게 통지함.

  

  (주소 등의 변경 통지)

제15조 갑 는 을은 성명, 명칭 혹은 조직 변경 는 주소, 소재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계약 상 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단, 을의 조직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인사

이동에 의한 소장의 변경은 제외함.

  

  (특별사정에 의한 계약의 해약)

제16조 다음의 각호에서 제시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계약을 부 는 일부 해약할 수 있음.

  (1) 공용, 공유용 는 공익사업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

  (2) 화재, 천재, 기타 원인에 의해 정비 상수목의 부 는 일부가 사라진 경우

  (3) 제3조의 임료에 한 을의 산 액이 해 감액 는 삭제가 있었을 경우

  

  ( 조에 의한 해약의 효과)

제17조 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계약을 부 는 일부 해약한 경우, 갑  을은, 갑  을에

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  갑에 해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함. 

  

  (갑의 사정에 의한 계약의 해약)

제18조 갑은 갑의 이유에 의해 이 계약의 목 을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한 경우, 이 계약의 부 

는 일부의 해약에 해 을에게 의를 구할 수 있음. 

     2 항에 필요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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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상책임)

제20조 갑  을은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이 계약을 이행하며, 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 방에게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됨. 

  

  ( 할재 소) 

제21조 이 계약에 해, 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할하는 재 소를 

제1심의 재 소로 함. 

  

  (기타 사항)

제22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는 이의가 있는 조항에 해서는 갑과 의 뒤 정하는 

것으로 함.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해 본 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기명날인 후 각자 1통을 보유하는 

것으로 함.

          년  월  일

                   

(갑) 토지소유자

(을) 산림정비자

                      카나가와        소장

5. 입목매매계약서

           (이하 [갑]이라고 함.)과 카나가와        소장(이하 [을]이라고 함.)은 카나가와  수원

산림만들기사업에 제공할 목 으로 다음의 조항에 따라 입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주지)

제 1조 갑은 갑이 소유하는 별지목록기술의 입목(이하 [매매입목]이라고 함.)을 을에게 매하며, 

을은 이것을      円(이하 [ 매 ]이라고 함.)으로 구입하도록 한다. 

     2 매매입목의 수종, 산림연령, 수량(이하 [수량 등]이라고 함.)은 을이 실지조사한 수량 등에 

의한 것으로 하고 갑  을은 이 수량 등에 해 이의를 갖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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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환의 시기)

제 2조 매매입목의 소유권이   환의 시기는 이 계약체결일로 한다.

(매매 의 지불)

제 3조 갑은 제4조에서 정하는 수원입목림 토지이용 분수계약의 규정에 따라 지상권설정등기종료 

후에는 제1조 제1항의 매매 의 지불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을은 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을 경우 법한 청구서를 수리한 날에서 30일 이내에 

매매 을 카나가와  지정 융기  공 취  주식회사            은행 지 에서 지불

하도록 한다. 

(수원입목림 토지이용 분수계약의 체결)

제 4조 을은 이 계약과 동시에 매매입목을 고령림으로 만들기 한 토지이용에 해 별도로 갑과 

수원입목림 토지이용 분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자의 권리의 말소)

제 5조 갑은 매매입목에 해 제3자가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그 모든 권리를 소멸시키고 바로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제3자가 이 계약에 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는 권리의 주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책임으로 그것을 해결하도록 한다. 

(행 의 제한)

제 6조 갑은 이 계약체결 후에는 을의 동의 없이 다음의 행 를 해서는 안 된다.

  (1) 매매입목을 제3자에게 양도 는 여하거나 채무의 담보목 으로 하는 일.

  (2) 매매입목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설정하는 일.

  (3) 매매입목을 벌채 등을 하는 일.

(비용부담)

제 7조 이 계약서의 작성에 필요한 인지세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의 해제)

제 8조 을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4조에서 정한 수원입목 토지이용 분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2) 매매입목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 는 존재할 경우.

       (3)  각호 외, 갑이 이 계약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갑이 이미 매매 을 수령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이미 수령한 매매 에 수령 시에서부터 이자를 붙여 신속하게 을에게 반환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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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책임)

제 9조 갑  을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며, 만일 배한 경우( 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상 방에게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갑이 이 계약을 반하여 을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 을은 갑에게 지불할 매매 에서 

해당손해 을 공제하여 지불할 수 있다.

( 할재 소)

제10조 이 계약에 해 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 을의 사무소 소재지를 할하는 재 소를 제1심의 

재 소로 한다. 

(기타)

제11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는 의의가 발생한 조항에 해서는 갑,을 의 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해 2통을 작성하여 갑․을 기명날인 후 각자 그 1통을 소지하도록 

한다. 

          년  월  일

(갑) 토지소유자

(을) 산림정비자

                      카나가와        소장

6. 토지매매계약서

         (이하 [갑]이라고 함.)과 카나가와     소장(이하 [을]이라고 함.)은 카나가와  수원산

림만들기사업에 제공할 목 으로 다음의 조항에 따라 토지(입목을 포함.)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주지)

제 1조 갑은 갑이 소유하는 별지1 기술의 토지(이하 [매매토지]라고 함.)  매매토지에서 자라는 

별지2 기술의 입목(이하 [매매입목]이라고 함.)을 을에게 매하며 을은 하기내역에 따라 

      円(이하 [ 매 ]이라고 함.)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다.

액의 내역

토지      円

입목      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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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매토지의 면 은 을이 실지측량한 면 에 따르도록 하며 갑  을은 이 면 에 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소유권이   환의 시기)

제 2조 매매토지  매매입목의 소유권이   환의 시기는 이 계약의 체결일로 한다.

  (등기수속  등기 계서류)

제 3조 매매토지의 소유권이 등기수속은 을이 할법무국에 탁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갑은 을이 항에서 규정한 등기를 하기 해 필요한 계서류 기타 을이 필요로 하여 제

출을 요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을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갑은 매매토지  매매입목에 해 제3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모든 권리를 소멸

시키고 바로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 일 제3자가 이 계약에 해 이의를 제기

했을 경우 는 권리의 주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책임으로 그것을 해결하도록 한다. 

  (매매 의 지불)

제 4조 갑은 제2조에서 정한 환처럼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소유권이 등기 종료 후 제1조 제1

항의 매매  지불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을은 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을 경우 법한 청구서를 수리한 날에서 30일 이내에 

매매 을 카나가와 지정 융기  공 취  주식회사 요코하마은행 정지 에서 

지불하도록 한다. 

  (행 의 제한)

제 5조 갑은 이 계약체결 후에는 다음과 같은 행 를 해서는 안 된다.

    (1) 매매토지  매매입목을 제3자에게 양도 는 여하거나 채무의 담보목 으로 하는 일.

    (2) 매매토지  매매입목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설정하는 일.

    (3) 매매토지에 물건을 설치하는 일.

    (4) 매매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일.

    (5) 매매입목을 벌채하는 일.

  (경비부담)

제 6조 매매토지에 한 공조공과 기타 비용에 해서는, 이 계약체결일 날까지의 원인으로 발

행된 납세통지서 등에 따른 것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2 이 계약서의 장성에 필요한 인지세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의 해제)

제 7조 을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매토지 는 입목에 소유권 이외권리가 설정되어있거나 존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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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매토지에 물건 는 차용인이 존재하는 물건이 있을 경우.

     (3)  각호 외, 갑이 이 계약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갑이 이미 매매 을 수령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이미 수령한 매매 에 수령 시에서부터 이자를 붙여 신속하게 을에게 반환

하는 것으로 한다. 

  (손해보상책임)

제 8조 갑  을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며, 만일 배한 경우( 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상 방에게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된

다.

     2 갑이 이 계약을 반하여 을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 을은 갑에게 지불할 매매 에서 

해당손해 을 공제하여 지불할 수 있다.

  ( 할재 소)

제 9조 이 계약에 해 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 을의 사무소 소재지를 할하는 재 소를 제1심의 

재 소로 한다. 

  (기타)

제10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는 이의가 발생한 조항에 해서는 갑을 의 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해 2통을 작성하여 갑․을 기명날인 후 각자 그 1통을 소지하도록 

한다. 

          년  월  일

                  

(갑) 토지소유자

(을) 산림정비자

                      카나가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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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수원함양보안림 련 산주조사내용

[ 수원함양림 관련 산주 조사 ]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농 경제연구원입니다. 농림업 정책 연구의 국책연구기 인 본 연구원
에서는 산림청과 공동으로 향후 산림청에서 도입하고자하는 수원함양보안림 지원정책에 한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산주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하게 의견수렴의 목
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화: 한국농 경제연구원 장철수(02-3299-4194), 신용 (02-3299-4333)

▣ 지역1(임야 소재) :  1. 경기  2. 강원  3. 충북  4. 충남  5. 북 6. 남   7. 경북 8. 경남   :  ______________시/군
▣ 지역2(거주 지역) :  1. 경기   2. 강원   3. 충북    4. 충남    5. 북    6. 남    7. 경북     8. 경남   9. 제주
                      10. 서울  11. 인천  12. 부산   13. 울산   14. 구   15. 주   16.  

문1. 귀하가 소유하신 산림이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문2. 귀하께서는 최근 5년간 숲가꾸기, 조림, 간벌 등을 실시한 이 있습
니까?(어떤 작업을 하셨습니까?)

  ①  (         ,          ,        )  (☞문3) 
② 아니오 ( 리하지 못하고 있다)      (☞문4)

문3. <실시한 이 계시다면> 가 작업을 하 습니까?
①개인의 리하에 작업하 다.         
②산림조합에 탁하 다. 

  ③ 리인에 탁하여 실시하 다.  
④기타 (                                  )

문4. <실시한 이 없는 경우> 무엇 때문에 작업하지 않으셨습니까?
  ① 법  규제 때문에                

②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는 부족해서)
  ③ 리해도 수입이 기 때문에     

④ 기타 (                                 )

문5. 수원함양보안림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벌채, 임산물 채
취, 형질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수원함양보안
림을 리하기 해 산림 리 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 리 로그램은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시업과 지침을 따를 경우
에 산주에게 일정 액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도입한다면 참
여하시겠습니까?
①  (참여한다)            (☞문6)
② 아니오 (참여하지 않는다) (☞문10)        

문6. 산림 리 로그램에 따른 지불 액은 행의 조림  육림보조 에 
추가로 얼마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하다고 단하십니까? 
( 행) 조림  육림보조  + (          원/ha)
① 100만원/ha           ② 150만원/ha 
③ 200만원/ha           ④ 기타(       만원/ha)

문7. 산림 리 로그램의 계약기간은 몇 년 정도가 당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약 _________ 년
① 1년    ② 2년 ③ 5년    ④ 10년    ➄ 10년 이상

문8. 산림 리 로그램의 지불제도에는 다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귀하께
서는 어떤 방법이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입제도: 국가가 산림을 매입하여 리한다.

               ( 정매입 액:           원/ha)
② 분수림제도: 산주와 리인(국가, 산림조합, 임업사업체 등)의 분
수계약에 의해 리인이 산림을 리하고 이익을 산주와 리인이 
일정비율로 나 어 가지는 제도.
③ 정(임차 등): 산주에게서 토지를 임차하여 리인이 산림을 
리하고 일정 액(임차료)을 산주에게 지불하는 제도.
④ 약: 산주와 국가의 약에 의해 산주가 산림을 리하고 산림정
비 경비의 일부분을 국가가 부담한다.
⑤ 기타 (                                 )

문9.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목 세(수원세 등)를 신설하여 충당한다

  ③ 수혜자(발 소, 농가, 일반주민 등)가 부담한다

문10. 산림 리 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산림 리에 심이 없어서         
② 다른 용도로 사용할 정이므로
③ 기타(                                  )

◈ 응답자 임야 면  :  _______________________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면 후 기록 ▣

◈ 응답자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
◈ 응답자 화번호 : 0    - _________- __________
◈ 면 원 성명 : ____________ ID : 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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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 도입을 한 SWOT 분석

□ 산림공익기능의 시장가치화를 한 SWOT분석

강 (Strengths) 약 (Weakness)

■ 국토의 64%가 산림

■ 휴양, 생태계보  등 다양한 공익

   기능 발휘

■ SFM에 한 정부의 강한 의지

■ 산림환경서비스지불에 한 국민

   의식부족

■ 공공재로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

■ 공익기능증진을 한 이행수단 미흡

기회(Opportunities) (Threats)

■ 산림환경서비스지불에 한 국제

   인식 확

■ 국민의 웰빙에 한 심 증

■ 시장실패보완정책에 한 수요증

■ 각종 환경단체의  보 인식

■ 산림환경혜택에 한 무임승차 팽배

■ 목재가격침체, 고령화, 부녀화 등 사

   유림경 여건악화로 산주투자 기피

○ 산림공익기능의 시장가치화를 한 SWOT 분석결과

- 강 으로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발휘하는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능을 지속 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들 수 있음

- 약 으로는 산림공익기능의 가치 환원 즉 서비스지불에 해서는 국민  공감 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한 산림의 공익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라는  그리고 이들 

기능을 유지․증진시키기 한 이행 수단 즉 법  제도  지원뿐만 아니라 기능증진을 한 

시업체계, 계약  운용방식, 재원 등이 미흡함을 들 수 있음

- 기회요인으로서는 산림이 발휘하는 다양한 기능을 시장화 하여 이들 기능을 유지․증진시키

기 한 국제  인식이 확 되고 있고 한 국민의 건강에 한 심증 와 함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한 정책 수요가 증 되고 있다는 을 들 수 있음

- 요인으로서는 산림의 공익  기능 즉 환경혜택은 구나 릴 수 있는 공공재이며, 이들 

기능발휘를 해서는 그 로 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커지고 있는 



- 127 -

반면 산림의 69% 이상이 사유림이나 사유림경 을 둘러싼 제반 여건의 악화로 경 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는 을 들 수 있음

○ 그러므로 산림공익기능의 시장가치화 즉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는 이러한 약 과 을 보완

하는 략의 수립이 요구됨

□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도입을 한 략

○ 기회요인의 극  수용(S-O):

- 생태  건강성 확보  국민 산림환경서비스증진을 해 보호  리계약( 약)제 등을 

도입하여 제5차 산림기본계획  시책과의 연계 강화

○ 강 을 바탕으로 경쟁우  확보(S-T):

- 산림의 공익  기능은 그 로 산림을 방치함으로서 유지․증진되는 것은 아니며 기능의 발휘

를 한 한 산림사업  리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이에 한 홍보․교육과 함께 자

발 인 산주의 경 의식 제고를 하여  보조사업과의 연계강화

○ 약 과 요인의 제거  보완(W-O, W-T):

-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증진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은 수익자가 분명한 경우 수익자부담원

칙에 의해 공익기능을 증진하되 국민  공감 를 먼  형성하여 단계 으로 추진

- 기에는 국가의 공  부담을 통해 산림의 공익  기능증진을 한 시업을 실시하고 안정화

단계에서는 산림의 공익  기능에 한 공간  수혜자의 범 를 고려하여 수익자부담에 의

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진행

- 경   리계약( 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가치를 평가하여 성실히 계약을 실행하

고 있는 산주에 한 극 인 지원 강화

-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의 도입을 해 개념, 방식, 운용, 재원 등과 련한 법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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