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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치산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을 조성하였고,
식재된 산림의 훼손을 엄격히 제한하는 산림보전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
과로 우리나라의 산지 전체는 이용보다는 보전이 우선시되는 정책기조 하
에 놓이게 되었다. 보전 위주의 임업정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산업으로서
의 임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사유림 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변화
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유림 경영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시책들이 나타났고, 이것은 경제림 육성과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의 도입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전 위주의 정책기조는 지금까
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제5차 산림기본계획
이 비전으로 삼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달성을 위해서는 산림경영
의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임업정책의 근본기조
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여기에 입각한 산지이용 및
산림경영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산지이용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 것이다. 무엇보다 산지임대차를 둘러싼 산지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지이용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바람
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이 연구를 수행해 온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무쪼록 이
연구가 우리나라 산지이용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산지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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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업경영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산
지이용의 증진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거나 정책적 육성
방안이 동반될 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기존의 임업생산 및 경영정
책은 거의 전적으로 임목 생육 및 목재생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산지
의 일정 부분을 목재생산이 아닌 비목재 임산물 생산으로 할당하거나 비목
재임업경영을 육림업과 동등하게 고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적
이 없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유지는 목재생산의 낮은 수익성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연구는 산지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특히 경제성 있는 산지이용의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산지임대차 활
성화 방안 모색을 통해 산지이용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
화악리 마을 사례조사는 전형적인 산촌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산지이용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인데, 산주들은 산지의 육림업적 이용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해 실제로도 산지이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
고 있었다. 반면에 산지를 임차하여 성공적으로 임업경영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의 성공요인은 비목재 재배용 임산물을 생산하고 대규모의 산지임대
차가 가능한 데에 있었다.
스위스 사례 분석이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사유림이
소규모 소유구조 하에 있다는 유사성과 국공유림이 사유림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소유구조와 확연하게 다른 이용구조를 확립
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산지소유와 확연히 구별되는
이용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산주와 임업경영체 간의 개념적 구분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산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임업정책의 최상위목표로 할 때, 먼저 달성해
야 하는 것이 임업경영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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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천원리는 기존의 산림보존 위주로 구성된 법‧제도들을 임업경영의
경제성을 높이는 정책 및 사업들과 조정‧조율해서 균형 잡힌 새로운 체제
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임업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수정
될 필요가 있다.
첫째, 산지의 임업적 활용을 제약하는 산지보전 차원의 규제를 완화하는
원칙 및 기준을 설정한다. 새로운 원칙으로는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 산
지는 보전보다 임업적 이용을 우선으로 하고, 공익용 산지는 임업적 이용
보다 보전을 우선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산지이용에 있에서 비목재 임산물 생산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임업경영에서 목재생산 육림업과 비목재 임산물 재배업 간의 차별을 없애
도록 한다.
셋째, 전체 산지 중에서 비목재 생산 임업경영을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산지의 총량을 설정토록 한다. 여기서 비목재 생산 산지총량은 산림의 사
회성 및 환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임목면적을 고려하여 정
하도록 한다.
넷째, 임업경영의 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조직 또는 산
지이용 방안을 발굴하여 이를 장려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여기
에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협업경영을 산주가 경영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
는 형태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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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sures to Increase Leases of Forest Areas for the
Promotion of Their Use
Background of Research
Forest areas should be utilized efficiently to increase the income in forestry
management, and their use can be boosted through support policies. Forest
production and management policies focused on forest trees’ growth and
timber production. The policies, which have not allocated a part of forest
areas for producing non-timber forest products or have not considered
non-timber forestry management equally with silviculture, could not solve
timber production’s low profitability. This study aims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and system improvement plans to promote the use of mountain
areas by seeking for ways to increase their leases.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domestic and overseas field works, surveys on people engaged in forestry and officials in
charge, and an entrusted survey on the case village. For the field survey,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a typical mountain village’s land use
by lot and forest owner. We also interviewed forestry holdings leasing a
mountain area. For the overseas field work, we visited Switzerland and examined its present status of forest management and forest-land use. We
questioned people engaged in forestry through mail surveys and interviews
and the Korea Forest Service’s public officials through mail survey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case study on Hwaak-ri shows the typical Korean mountain vil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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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land use. Forest owners are not very interested in mountain areas’
silvicultural utilization, which leads to their insufficient use. On the other
hand, success factors for forestry management enterprises leasing the areas
are that they produce non-timber forest products and can lease the large
areas.
According to the Swiss case analysis, the country has established a forest-land use structure clearly different from an ownership structure.
Compared to it, Korea has not institutionally classified the concepts of forest owners and forestry holdings.
To achieve forestry policies’ top goal of sustainable forest development,
forestry management’s economic sustainability should be secured first. For
this, existing laws centered on forest preservation should be changed into
a balanced system coordinated with policies and projects for increasing forestry management’s economic efficiency. Accordingly, the basic policy direction needs to be modifi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et principles and standards that ease regulations
at the level of forest-land conservation which limit its forestry use.
Second, it is needed to abolish regulations on non-timber forest products
production in forest areas and to eliminate discrimination between the timber-producing silviculture industry and the non-timber forest products
industry.
Third, the total size of forest areas should be set where non-timber production forestry management is possible permanently. Fourth, it is necessary to find and support new business organizations or forest-land use
plan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forestry management structure.
The measures include remodelling of cooperative management, which was
presented earlier, into a form that forest owners participate in holdings’ decision-making.

Researchers: Kim Soo-suk; Seok Hyun-deok; Han Hye-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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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임업경영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산
지이용의 증진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거나 정책적 육성
방안이 동반될 때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임업경영 차원의 산지
이용 증진은 국토계획 및 관리 차원의 산지관리제도 운용만으로 불충분하
며 산지이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할 때 가능하
게 된다.
임업의 소유구조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임업 및 산촌 진
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촉법)에 따르면, 임업경영구조 개선을 위해서
는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임촉법 제6조 제1항). 하지만 영림현장의 임업경영 실태를 살펴보면, 협업
경영과 대리경영이 각각 다른 형태 및 원인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협업경영은 더 이상 정책적 육성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대리
경영은 대리경영자가 임업경영을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임차인으로까지 발
전하지 못하고 산림사업의 대행자 역할만 담당하는 형태로 운용됨으로써
진정한 임업경영인을 육성하는 제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산지이용 증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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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나는 기존의 임정에서 임업경영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추진했던 제도
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
정의 목표설정 내지 중점을 수정하여 산지를 임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새로
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기존의 임정에서 산지이용 증진과 관련하여
실시한 사업 또는 제도로는 사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협업경영과 대리경영,
그리고 국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허가 및 대부가 있다. 이들의 운영실
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일차적 접근에 해당한다. 다른
접근을 위해서는 임업생산 및 경영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임업생산 및 경영정책은 거의 전적으로 임목 생육 및 목재생
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산지의 이용도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산지가 조림과 육림, 산업적으로는 목재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산지의 일정 부분을 목재생산이 아닌 비목재임산물 생산으로 할당하거나
비목재임업경영을 육림업과 동등하게 고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다. 이러한 정책기조 유지의 문제는 목재생산의 수익성이 매우 낮
다는 점에 있다. 산림사업을 통한 정부의 지원 없이 육림 위주의 산림경영
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목재생산을 위해 산지를 이용하려는 수
요는 극히 적은 상태이다. 반면에 단기임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비목재생산
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고, 일부 품목은 고소득품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임산물 생산을 위한 산지이용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
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임업경영정책의 방향 수정은 - 비록 부분적 수정이라 할지라도 - 산지이
용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목
재생산 위주의 임업생산구조에서 단기임산물을 포함한 비목재생산에 현재
보다 더 많은 중점을 부여하는 생산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산지를 보다 효율
적으로 이용하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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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산지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특히 경제성 있는 산지이
용의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산지임대차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해 산지이
용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국유림 임대차 및 대리경영을 포함하는 광의의 산지임대차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산지이용 증진 차원에서 광의의 산지
임대차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사유림에서 사적 임대차(협
의의 산지임대차)가 활성화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임업정
책의 방향 전환과 관련지어 분석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산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산지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것이 대부분
이고, 산지이용 및 임대차와 관련한 연구는 극히 드문 상태이다. 산지이용
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로는 장우환‧장철수(1999)가 있는데, 이 연구는
사유림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협업경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활성화 방안은 영세산주들의 조직체인 협업체를 실질적인 경영주체로 육
성하기 위해 법적 자격을 부여해야 하며,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법인화를 제안하였다. 여기서 법인화된 협업체는 임협(산림조합)이
나 대리경영체와도 역할과 기능 면에서 구분되게 제도적으로 체계화할 것
을 제안했다.
산지이용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산지이용에 제도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산지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동향을 보면, 먼저 채미옥 외(2005)
가 산지관리의 기본개념 전환 및 종합적 산지관리체계 구축 안을 제안하
고, 산지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산
지의 기본개념 전환은 산지를 산림으로부터 분리하여 공간입지성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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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포괄적 개념,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도모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종합적 산지관리체계 구축에서는 산지구분 체계
가 산림만을 위한 산지구분이나 산림계획에서 탈피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체계가 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산지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개발과 분리되는 산지개발 패러다임을 정
립하고, 산지전용허가제도를 산지개발허가제도로 개편하며 이러한 개편에
상응하는 친환경적 산지개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발
적 산림조성 및 보전을 위하여 산림 조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지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개발권 양도제와 개발권 매입제도를 적용하여 개발이익과 손실보전
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진정수 외(2008)는 합리적인 산지이용‧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산지구분
및 평가제도의 합리화와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을 제안했다. 합리적인
산지이용‧개발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행 산지전용허가제를 산지전용허
가제와 산지이용허가제로 이원화하여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새로운 산지
구분법으로는 ① 생태녹지형 산지, ② 산림자원형 산지, ③ 도시근교형 산
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합한 혼합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3대 평가축의 우세성에 따라 산지를 구분할 것을 제안했
다. 나아가 현재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관리
체계를 보다 국토계획적 연관성을 갖는 산지관리종합계획과 지역산지관리
계획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손학기 외(2011)는 진정수 외(2008)에서 제안한 산지관리종합계획을 구
체화하는 연구로서 산지관리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먼저 기
본계획과 지역계획으로 분화되는 산지관리계획 체계를 제시하고, 기본계획
과 지역계획의 관계 및 개별 계획들의 규정내용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산
지관리기본계획 수립방안과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마지
막으로 산지관리지역계획을 통해 산지관리의 실행과제가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의 차별성 차원에서 기존 연구들을 평가해보면, 장우환‧장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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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를 제외한 기존 산지제도 연구들은 국토계획 차원에서 접근하는 산
지보전‧전용과 관련된 관리제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정수 외(2008)
가 산지이용허가제를 제안하고 있어 산지이용과 약간의 관련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지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서 산지이용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장우환‧장철수(1999)는 사유림 경영이 협업경영에 기반해야 하고, 협업
경영을 경영체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협업체를 법인화해야 한다고 제시한
점에서 본 연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와 가장 근접해 있는 실질적인 선행
연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와 본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구범
위에 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장우환‧장철수(1999)가 사유림 경영의 핵
심주체인 협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제도화에 주력한 반면, 본 연구는 산지
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 구축방안 중 하나로 협업경영의 리모델링을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그간에 협업경영이 성공할 수 없었던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공적으로 협업경
영을 하는 외국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협업경영의 리모델링에
적용하는 후속연구로서의 차별성을 갖고 있다.

3. 연구 내용과 방법

3.1. 연구내용
이 연구는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
성 및 목적, 선행 연구 검토, 연구내용과 방법 등이 서술된다. 여기서 또한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한 개념화가 이루어진다.
제2장에서는 산지이용 및 임대차 실태가 분석된다. 먼저 국유림의 산지
이용 및 임대차 실태가 분석되고, 이어서 사유림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는
데, 여기서는 특히 대리경영이 산지이용체계에서 갖는 의미가 심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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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다. 다음으로 산지이용 및 임대차 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분석이 이
루어진다. 사례조사는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법정리 전 필지의 산지이용 실
태가 조사‧분석되는 부분과 산지임대차 중인 임업경영체에 대해 산지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3장에서는 산지이용 및 임대차 관련 국내외 제도가 조사‧분석된다. 먼
저 외국의 제도로서 스위스의 산지이용 및 임대차제도가 분석되고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이 도출된다. 다음으로 산지임대차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
는 우리나라의 농지임대차제도가 분석되고, 산지임대차제도 정립과 관련하
여 주는 시사점이 도출된다.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기초로 해서 산지이용 증진 및 산지임대차 활
성화 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임업정책, 특히 산지이용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새로운 산지이용정책의 방
향을 제시하고, 여기에 입각한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끝으로 산지이용 질
서 정립에 기초가 되는 산지임대차제도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3.2. 연구범위
이 연구는 산지소유 분류상의 사유림뿐 아니라 국유림의 산지이용 및 임
대차 실태와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상대적으로 면적 비중이 낮은 공유림은
개별적인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산지 전체에 대한 정책방향 및 대안
제시에는 포함하기로 한다. 산지관리체계상으로는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
지가 주된 분석대상이 된다.
이 연구에서 산지이용 개념은 특정한 부가적인 서술이 없는 한 산지의
임업적 이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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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 국내 현장조사, 해외 현지조사, 임업인 설문조사,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사례마을 위탁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문
헌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와 국내외 관련 제도 조사‧분석, 산림경영 관
련 임업정책 분석, 관련 통계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현장조사에서는 먼
저 전형적인 산촌마을을 사례 마을로 선정하여 법정리 전체의 필지별 및
산주별 산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1 다음으로 산지임대차에 대한 정성적
인 사례연구의 하나로 현재 산지임대차 중인 임업경영체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협업으로 산림경영을 하고 있는 협업체를 방문하여 협업
경영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해외 현지조사로는 스위스를 방문하여 산
림경영 실태와 산지활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임업인과 산림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각 다르게 실시되었
는데, 먼저 임업인 설문조사는 우편조사와 면접조사 방법을 병행했다. 우
편조사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관측사업의 표본 임가 100명과 산림
경영인연합회 회원 100명에게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71부의 응답지를
회수했다. 면접조사로는 임업후계자연합회 워크숍 현장(경북 포항)을 방문
하여 52명의 응답을 받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23부의 응답지를 회
수하여 이 중에서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유효 응답지 93부를 대상
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공무원 설문은 산림청 및 국유림 관리소의 산지
이용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총 100명에게 우편설문을 발
송하여 회신한 32부 중 유효한 응답 31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1

이 마을사례 조사는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조사를 위탁하는 위탁조사연구로 실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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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주제의 개념화
산지이용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산지임대차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지임대차와 산지이용 간의 개념적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산
지임대차는 산지이용의 한 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산지임대차가 산지이용
의 일부분, 즉 부분집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산지임대차와 산지이용 간
에는 이러한 양적인 필요충분조건 관계와 별도로 산지이용 현실에서 나타
나는 질적인 단계 내지 수준 관계가 존재한다. 그것은 산지임대차가 산지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산지임대차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익성을 창출하는 산지이용이 일
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산지임대차는 효율성이
높은 단계의 산지이용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적 관계에서 볼 때, 산지임대차는 산지이용 증진,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임업경영 개선으로 활성화된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산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이것이 산지임대차 활성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완화로 해당되
는 임업경영 소득이 실제로 증가하면 산지임대차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산지이용 증진방안과 산림경영 개선방안은 궁극적으로는 산지임대
차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산지이용 증진과 산지
임대차 활성화의 관계가 원인‧결과 관계를 의미하는 인과관계에 있는 것
은 아니다. 그것은 산지임대차가 산지이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산지임
대차의 활성화가 거꾸로 산지이용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산지임대차의 활성화는 산지이용을 효율성이 높은 이용단계로 이행한 것
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한다. 요컨대 산지이용 증진과 산지임대차 활성화는
동일한 토대 위에서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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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림의 산지이용 및 임대차

2010년 말 현재 ｢산림법｣상의 실질적인 산림면적은 636만 9,000ha로 전
국토의 63.7%를 차지하고, 이 중 국유림은 154만 3,000ha로 전국 산림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국유림 중 산림청 소관이 141만ha인데, 이 중에서
보존성이 높은 요존국유림이 135만 4,000ha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96%
(전체 국유림의 87.7%)를 차지한다<표 2-1>. 산지이용제도상으로 산림청
에 속한 국유림 중 일부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형태로 민간부문이 이용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표 2-1. 국유림 유형별 현황
단위: ha

구분

산림청 소관

합계

불요존국유림

2006

1,273,789

90,727

1,364,516

132,789

1,487,305

2007

1,295,771

80,489

1,376,260

132,903

1,509,163

2008

1,317,093

69,927

1,387,020

131,015

1,518,035

2009

1,338,810

60,226

1,399,036

130,900

1,529,936

2010

1,353,985

55,894

1,409,879

133,473

1,543,352

자료: 산림청(2013). 임업통계연보.

소계

타부처
소관

요존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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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
1.1.1. 제도 내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국유림관리법) 제21조에 따
르면, 산림청은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허가와 대부의 차이는 요존국유림이 불요존국유림보
다 보존의 필요성이 더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기준하에 사용을 허가하
는 점이다.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국유림관리법 제21조 제1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전기‧통신‧방송‧가스‧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용으
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
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이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국유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⑥ ｢광업법｣ 제3조 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
물의 채취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⑦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촉법｣ 제8조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중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또는 약용수종류
의 재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⑧ 국유림 안에 위치한 공‧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
의 운반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⑨ ｢임촉법｣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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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
본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대부 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제17조).
① ｢국유림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
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② 대부 등의 용도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기준에 적합한 국유림일 것
③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협의 등
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
국유림 대부 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국유림 대부 등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는 국유림의
가격(공시지가)에다 허가되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다른 요율(1～5%)을 곱
하여 산출한다. 농림어업소득사업의 경우 대부료 등의 요율은 1%이다<표
2-2>.
표 2-2. 국유림 대부료 등 요율
대부료 요율
사업 유형

10/1000(이상)

20/1000

25/1000

50/1000 이상

임업적 생산‧가공‧유통
수목원, 산림욕장 등
산촌개발사업

스 키 장
설 매 장
주거용

공공용

그 밖의 용도

자료: ｢국유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1.1.2. 운영 현황
국유림의 사용허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건수 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면적은 약 2만 4,000ha 수준에 머물고 있다<표 2-3>.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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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용허가로 이용되는 면적은 전체 요존국유림의 1.8%(2010년 기준)에
불과하다.
사용허가의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 및 공익사업용으로 이용되는 면적이
가장 많은데, 2013년 이 분야의 사용허가 면적이 1만 7,223ha로 전체의
72.5%에 해당한다. 반면에 2008～2013년 기간에 임업용으로 이용되는 사
용허가 면적은 없다.2
표 2-3. 국유림 사용허가 현황
단위: 건, ha

구분

광업용
건수 면적

산업시설용

학교연습림

공익사업용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기타
건수 면적

합계
건수

면적

2008 209

1,033

2,010

2,796

7

4,148

1,770 15,387 330

490

4,326 23,854

2009 200

1,043

2,194

2,936

6

4,045

1,901 15,707 304

526

4,605 24,257

2010 187

1,049

2,330

2,953

5

3,869

1,944 15,252 295

671

4,761 23,794

2011 199

1,016

2,440

3,019

5

3,869

2,126 15,986 313

405

5,083 24,295

2012 193

1,009

2,552

2,983

5

3,869

2,223 16,047 401

529

5,374 24,437

2013 197

994

2,524

2,344

4

2,716

2,402 17,223 507

474

5,634 23,751

자료: 산림청(2013, 2014). 임업통계연보.

국유림의 대부는 2008～2013년 기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대부면적
은 2008년의 1만 1,706ha에서 2013년 7,145ha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
다<표 2-4>. 대부면적이 불요존국유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2010년의 경우 대부면적이 전체 불요존림의 17.3%를 차
지했다.
세부내역별로는 목축용으로 이용하는 대부면적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임업용이다. 사용허가에 비해 농림업으로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임업용 대부면적은 2008년 4,282ha에서 2013년 1,310ha로 1/3 수준 이하
로 줄어들었다.
2

제도상으로는 임목생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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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국유림 대부 현황
단위: 건, ha
구분

광업용
산업시설용 공익사업용
목축용
임업용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기타
합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2008

44 154

1,051 1,244 633 1,717 214

3,786 161 4,282 1,738 523

3,841 11,706

2009

41 145

1,042 1,254 575 1,496 211

3,694 131 3,493 1,655 540

3,655 10,622

2010

34 138

1,027 1,271 571 1,523 198

3,557

92 2,704 1,639 500

3,561

9,692

2011

33 139

1,061 1,317 593 1,091 188

3,476

66 1,953 1,646 351

3,587

8,327

2012

32 140

1,027 1,293 592 1,063 181

3,425

56 1,629 1,512 325

3,400

7,875

2013

29 138

859 1,142 534 1,031 180

3,289

43 1,310 1,060 235

2,705

7,145

자료: 산림청(2013, 2014). 임업통계연보.

1.2.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의 문제점
산지이용 증진 차원에서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대부의 운용현황을 살펴
보면, 이 제도들이 아직까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국유림 사용허가의 문제점은 요존국유림 전체에서 사용허가로 이용
되는 산지면적비율이 1.8%로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임업적 이용
이 없다는 점이다. 제도적으로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버섯
류‧산나물류‧약초류 또는 약용수 종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국유림 대부의 경우에는 불요존국유림 중 대부로 이용되는 면적이 비율
로는 낮지 않지만, 양적으로는 대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임업적으로 이용되는 대부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임업인 설문조사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유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5%만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
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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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국유림 대부 혹은 사용허가 받은 경험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

7

7.5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80

86.0

3

3.2

잘 모르겠다
무응답
합계

3

3.2

93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대부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국유림 관리기관(국
유림관리소 등)이 사용허가 및 대부를 꺼려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국유림
관리기관이 사용허가 및 대부를 꺼려하는 이유는 한 차례 대부 등이 이루
어지고 나면 수허가자가 영속적으로 대부 등을 갱신하여 개인의 사유지처
럼 사용하게 되며, 갱신의 거절이나 대부 등의 취소를 통해 국유림을 회수
하기 힘든 데에 있다. 따라서 국유림의 대부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
유림 대부 등의 관리제도 정비와 국유림 대부 확대를 연계하는 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

2. 사유림의 산지이용 및 임대차

｢임촉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사유림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임업정책
적으로 추진해 온 시책은 협업경영과 대리경영을 육성‧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협업경영은 더 이상 현행 임정목표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3
대리경영은 농업생산에 있어서 위탁경영 또는 대리경작과 유사한 형태이
3

사유림 경영구조 개선의 양 축으로 도입되었던 협업경영과 대리경영 중 대리경
영은 아직 산림청 훈령에 기초한 대리경영규정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대리경
영예산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협업경영은 이전에 있던 협업경영규정이 사라
졌고 정책적 지원도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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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농작업의 일부만 담당하는 위탁경영이나 행정처분적 성격을 갖는 대
리경작과는 달리 대리경영 계약기간을 10년을 기본으로 하는 자율적 장기
계약을 하는 점에서 산지이용을 위임하는 일종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로
볼 수도 있다.

2.1. 대리경영 운영실태
2.1.1. 제도 내용
대리경영 제도는 ｢임촉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산림청 훈령 1157호로
제정된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대리경영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대리경영이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
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대리경영자가 행하는 임
업경영을 말한다.
｢임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대리경영을 할 수 있는 자(대리
경영자)는 ① 임업인, ②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④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국유림관리소장, ⑤ 임업분야의 학
과가 설치된 대학, ⑥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대리경영자가 담당하는 대리경영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리경영규
정 제4조).
①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 작성
②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
③ 보조금의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 대행
④ 산림보호 예찰, 임목 생육상황 파악 등 일반관리 활동
⑤ 산림경영 관련 기술‧정보 등의 제공
⑥ 그 밖에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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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영 계약기간은 10년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대리경영규정 제6조 제2항). 대리경영자의 의무사항으로는 대
리경영 계약체결 또는 계약해지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대리경영규정 제7조 제1항). 나아가 대리경
영규정 제13조가 규정한 대리경영자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리경영자는 계약대상 산림에 대한 산림사업 및 일반적 산림관리
등의 계약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둘째, 대리경영자는 계약체결 후 산림소유자에게 ① 대상임지에 대한 산
림경영계획 작성 내용과 ② 대상임지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활동계획 사항
을 알려야 한다.
셋째, 대리경영자가 대리경영사업을 실시할 때는 산림소유자에게 다음
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사업대상 필지 및 작업구역 선정
2. 사업실시 계획(사업종류, 사업물량, 실시시기 등)
3. 사업실행 후 사업실시 결과
4. 입목벌채 등 수익사업의 경우, 생산경비, 수익금, 수수료 및 판매방법
｢임촉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대리
경영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을 받은 대리경영 사유림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연도의 대리경영 현황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1.2. 대리경영 현황
사유림의 대리경영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어 2000년부터 대리경영계약
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리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사업인 대리경영
예산사업은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2009년 이전에는 대리경영 지원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예산사업은 없었으나, 각종 산림사업을 실시할 때
대리경영 임지를 포함하거나 이를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하는 형태로 지원

산지이용 및 임대차 실태 분석

17

이 이루어졌고, 이런 형태의 지원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표 2-6>에 누계로 나타난 대리경영계약면적은 2013년 기준 56만
2,190ha로 2010년의 사유림면적 433만 7,880ha를 기준으로 계약임지의 비
율을 추정해보면 약 13%가 된다. 이로써 사유림의 산주들 중 스스로 산림
을 경영할 능력이 없거나 경영할 의사가 없어 대리경영에 위탁한 자가 적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6. 대리경영 계약면적 및 사업실적
단위: ha

구분
계약면적

사업실적

당해연도
누계
당해연도
누계

대리경영예산사업(당해)

2009

2010

2011

2012

2013

21,045

27,816

26,681

28,336

22,036

457,321

485,137

511,818

540,154

562,190

16,165

15,937

14,029

19,763

14,048

144,388

160,325

174,354

194,117

208,165

2,000

8,945

8,546

9,731

13,848

자료: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 내부자료.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한 대리경영임지의 산림이 조림되거나 경제적 가치
를 높이는 형태로 가꾸어지기 위해서는 산림사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표 2-6>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산림사업으로부터 한 해라도 지원받은 대
리경영임지가 2013년에 37%에 불과하다. 이는 나머지 63%의 대리경영임
지는 계약만 되었지 실제로는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4
2009년 대리경영예산사업이 도입된 이후 해마다 신규로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하는 면적에 대한 대리경영예산사업 대상면적의 비율관계는 2009년의
9.5%에서 2013년의 62.8%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의 경우 대리경
영임지에 실시한 산림사업의 98.6%가 대리경영예산사업이었다. 이는 대리
경영임지에 대한 산림사업이 대리경영예산사업으로 대체‧통합되는 경향을
4

다년간 지원을 받은 임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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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대리경영예산사업은 확대되고 있지만, 대리경영임
지에 대한 산림사업 총량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임업인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대리경영 현황을 보면, ‘산주로서 대리
경영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가 14%, ‘대리경영자로 산림사업을 대행한
경우가 있다’가 5%로 나타났다<그림 2-1>.5 이는 전체 사유림의 약 13%
정도가 대리경영계약 상태에 있다는 현황을 방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2-1. 대리경영 체결 경험 여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2.1.3. 사유림 대리경영에 대한 평가
대리경영은 우리나라 사유림 경영의 특수한 형태로서 전체 사유림의 약
13%가 이러한 경영체계하에 놓일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
런데 임업경영 측면에서 볼 때, 대리경영은 정상적인 경영, 특히 정상적인
사적 경영이라 보기 어렵다 할 수 있다. 대리경영은 기본적으로 자가경영
5

임업인 설문의 구성에 대해서는 후술한다(제2장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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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충분한 수익이 생기지 않고, 또한 산지를 임대하려고 해도 수익성이
낮아 이를 임차하려는 임차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산림사
업에 근거하여 타인(대리경영자)을 통해 산림을 가꾸고 목재를 생산하는
경영 형태이다. 대리경영을 위탁하는 산림소유자는 목재생산을 통해 수익
을 얻겠다기보다는 정부의 산림사업 도움으로 숲을 가꾸어 개인소유 산지
의 자산가치를 유지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다 할 수 있다.
대리경영이 이루어지는 임업경제 여건은 산지이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임업소득 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임업소득
수준이 (농업소득보다) 낮고,6 육림‧벌목업과 채취업에서는 연도별 소득변동
격차가 심하게 나타난다<표 2-7>. 임업경영의 핵심인 육림‧벌목업의 경우,
임가당 임업소득이 2010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해 2010년의 1,054만 1,000
원에서 2012년 163만 4,000원으로까지 떨어졌다. 2013년에 649만 2,000원
으로 부분 반등했지만, 여전히 평균 임업소득(831만 5,000원)보다 낮은 수
준이다. 임가들의 낮은 임업소득은 임업인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임업인 및 산주들이 자신들의 소유산지에서 지난 10년 동안 임업경영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62%, 소득을 얻은 경험이 없는 경
우가 37%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2>.7 요컨대 현재와 같은 임
업소득 수준하에서 육림‧벌목업은 경제성 있는 임업경영이 불가능하고 육
림업에 대한 산지임차 수요도 거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6

7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은 2010년 1,009만 8,000원, 2013년 1,003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4).
동일한 설문을 2011년 3월 여론조사기관 갤럽(Gallup)이 1,520명의 산주를 대상
으로 실시하였는데, 여기서는 ‘소득을 얻은 경험이 있다’가 29.2%, ‘없다’가
70.8%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 산주의 경우에는 임업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비
율이 높기 때문에 임업경영인을 주된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보다 임업소득을 얻
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갤럽(2011), p.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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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임업경영 업종별 임업소득
단위: 천 원

구분

육림/
벌목업

채취업

밤나무

수실류

버섯
재배업

조경업

기타
재배업

평균

2010

10,541

11,363

6,462

5,528

3,049

17,214

7,300

7,699

2011

6,597

6,919

5,546

5,193

3,845

23,574

9,081

8,055

2012

1,634

8,853

8,867

5,612

3,182

23,114

7,179

8,487

2013

6,492

1,958

6,111

6,408

1,069

24,917

9,362

8,315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2-2. 지난 10년간 임업소득을 얻은 경험 여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이러한 임업경영 현실하에서 대리경영은 국가의 산림육성정책이 사유림
영역에 통용되는 메커니즘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이 메커니즘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산림소유자는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 산림이 조림‧육
림되고 목재로 생산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경영자는 대리경영임지에 투입되는 산림사업예산으로 자신의 노
력 대가를 보상받는다.
③ 국가는 대리경영(제도 및 사업)을 통해 사유림의 산림을 임업정책적
목적에 부합하게 육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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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대리경영은 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육림‧목재
생산업에 국가가 개입하여 사유림도 국유림과 같은 형태의 국가지원 산림
으로 육성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대리경영을 둘러싼 본질적 메커니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산
림청)가 대리경영을 희망하는 산지소유자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재정
적 여력이 없다. 이것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리경영임지의 37%만 산
림사업과 연결되어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63%는 대리경영계약만 한 상태
인 사실에서 알 수 있다.

2.2.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산지이용 및 임대차 현황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대부, 그리고 사유림의 대리경영을 제외한 협의의
산지임대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황은 설문조사나 사례조사 등 간접적이고 미시적인 방법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분석동기에 따라 여기서는 임업인 설문조사를 통해 나
타난 산지, 특히 사유림의 이용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분석한다.
임업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임업인 후계자가 45%로 가장 많았
고, 그다음으로 독림가 36%, 일반 임업인 13%, 일반산주 6% 순으로 나타
났다<그림 2-3>. 이들은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재촌산주 및 재촌임업인이 대부분이었고(86%), 응답자 평균 연령은 57세
였다<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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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설문응답자 구성
일반 임업인
13%

일반 산주
6%
독림가
36%

임업인후계자
4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그림 2-4. 설문응답자 재촌 여부
부재 산주
또는 임업인
13%

잘 모르겠다
1%

재촌 산주
또는 임업인
8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임업인 설문에서 현재 산지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
자의 72%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임업인 및 산주들이 자가경영을 하고, 응
답자의 9%가 임대차를 포함한 대리경영을 하며, 응답자의 6%는 임업경영
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그림 2-5>.
임업경영을 위해 산지를 임대차한 경험이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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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이 없다가 70%로 압도적이었으며,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는 7%, 임
차한 적이 있는 경우는 11%로 나타났다<그림 2-6>.
그림 2-5. 설문응답자 산지(산림) 이용방식
임업경영을 하지
않는다(휴경)
6%
대리경영
(임대포함)
9%

잘 모르겠다
4%

무응답
1%

일부는 본인이,
일부는 타인이
경영한다
8%

자가경영
7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그림 2-6. 임업경영을 위해 산지를 임대차한 경험
무응답
12%

임차한(빌린)
적이 있다
11%

임대한
(대여한) 적이
있다
7%

임대차
한 적이 없다
7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24 산지이용 및 임대차 실태 분석
산지임대차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는 임업인 설문과 공무원
설문에 공통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임업인 설문의 42.3%, 공무원 설문의
42%가 임업경영의 수익성이 낮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의견에 동의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임업인의 경우, ‘산지를 목
재생산 이외에 다른 임산물 생산으로 활용하는 것에 규제가 있어서’(30%)
로 응답했고, 공무원은 ‘산주가 산지를 임업경영대상이 아니라 토지자산으
로 인식하고 있어서’(36%)로 답변했다<표 2-8>.
표 2-8. 산지임대차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임업경영의 수익성이 낮아서
임차인이 부족해서
산주가 산지를 임업경영대상이 아니라 토
지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를 목재생산 이외의 다른 임산물 생산
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가 있어서
기타
잘 모르겠다
합계

공무원
빈도
비율
21
42.0
3
6.0

임업인
빈도
비율
55
42.3
5
3.8

18

36.0

23

17.7

6

12.0

39

30.0

2
50

4.0
100.0

5
3
130

3.8
2.3
100.0

주: 복수 응답 문항.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3. 산지이용 및 임대차 실태 사례조사

산지이용 및 임대차 실태를 보다 직접적,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
하여 두 가지 사례조사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그 하나는 전형적인 산촌마
을의 전 산지에 대해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지임대
차가 활성화되고 있는 모범적인 임업경영체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먼저 전형적인 산촌마을을 사례지역으로 택한 이유는 이곳의 사례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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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산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산지이용 실태를 보
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산지이용 실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통해 우리나라 산지이용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
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산지임대차가 활성화되고 있는 개별 사례분석을 통해 산지임
대차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필요충분 조건이 무엇이며, 이런 성공적 사
례를 확산하기 위해 정책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3.1. 산촌마을(법정리) 사례조사
3.1.1. 조사 대상지 개황
산지이용 실태 사례조사는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를 대상으로 수행
하였는데, 조사 대상지는 가평군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서 동쪽으로
는 춘천시에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화천군에 경계를 두고 있는 산악지대
이다<그림 2-7>.
화악리(華岳里)는 경기도내 최고봉인 화악산(해발 1,568m) 아래 위치해
있으며, 대표적인 산촌마을로 마을 전체 면적 중 임야가 92.6%를 차지하고
있다. 화악리의 임업용 산지 비율은 87.4%로 경기도 평균 비율인 22.8%에
비해 현저히 높다. 화악리의 대표적 임산물은 ‘잣’이며, 잣 이외에도 잣나
무·활엽수 용재를 비롯한 더덕, 취나물, 오미자와 같은 산나물, 표고버섯,
고로쇠 수액 등이 생산되고 있다. 법정리인 화악리는 행정적으로 화악1리와
화악2리로 구분되며, 가구 수는 234가구로 대부분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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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조사 대상지(가평군 북면 화악리) 위치

3.1.2. 산지소유 현황
화악리 전체 산지의 산주 수는 개인 산주가 총 380명 산주 중 93.4%에
해당하는 355명이다<표 2-9>. 전체 산주 중 부재산주의 비율은 70%로서
가평군 전체의 부재산주 비율인 58.5%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가평군
2013).
임야 필지는 총 970필지 중에서 개인이 보유한 필지가 549필지(56.6%)
로 가장 많았지만, 산주 수의 구성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다. 개인 다음으
로는 국유림(19.7%)과 도유림(15.1%)의 필지 수가 많았다. 산주별 소유 면
적기준으로는 도유림이 73.7%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개인(20.7%), 종
중, 국가, 법인 순으로 나타났다. 산주 전체의 평균 소유면적은 11.7ha, 개
인 산주의 평균 소유면적은 2.6ha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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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화악리 산주별 산지소유 현황
단위: 명, 필지, m2, ha, %

산주 구분

2

필지수(비율)

국유림

1 (0.3)

191 (19.7)

649,521 (1.5)

65.0

도유림

1 (0.3)

146 (15.1)

32,740,720 (73.7)

3,274.0

군유림

1 (0.3)

41 (4.2)

120,530 (0.3)

12.1

개 인

355 (93.4)

549 (56.6)

9,217,831 (20.7)

2.6

종 중

11 (2.8)

16 (1.6)

962,405 (2.2)

8.7

법 인

7 (1.8)

18 (1.9)

459,198 (1.0)

6.6

종교단체

3 (0.8)

8 (0.8)

191,410 (0.4)

6.4

기타단체

1 (0.3)

1 (0.1)

76,959 (0.2)

7.7

380 (100)

970 (100)

44,418,574 (100)

11.7

합 계

면적(비율) [m ]

산주별
평균면적[ha]

산주수(비율)

자료: 한국산지보전협회 조사결과(2014).

그림 2-8. 화악리 재촌 및 부재산주 현황

자료: 한국산지보전협회 조사결과(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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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화악리 사유림 재촌산주 소유 현황
단위: 명, %, ha

산주 구분

재촌산주 수

구성비

소유면적

면적비율

평균면적

개 인

102

91.9

205.0,

73.8

2.0

종 중

7

6.3

59.9

21.6

8.6

법 인

1

0.9

5.1

1.8

5.1

종교단체

-

-

-

-

기타단체

1

0.9

7.7

2.8

7.7

111

100.0

277.7

100.0

2.5

합 계

자료: 한국산지보전협회 조사결과(2014).

사례지역의 산지소유 현황은 우리나라 산지소유구조, 특히 개인 산주 중
심의 소규모 산지소유 형태에 대한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러한 특성이 후술하는 산지이용 및 임대차 실태와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사유림 구성에서는 산주 수와 소유면적에서 개인산주가 압도
적이었고, 이러한 경향은 사유림의 재촌산주와 부재산주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표 2-10><표 2-11>. 하지만 산주당 평균소유면적은 개인산주
이외의 종중과 법인 등 다른 유형의 산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화악리 사유림 부재산주 소유 현황
단위: 명, %, ha

소유면적

면적비율

평균면적

개 인

산주 구분

253

95.1

716.8

88.2

2.8

종 중

4

1.5

36.3

4.5

9.1

법 인

6

2.3

40.8

5.0

6.8

종교단체

3

1.1

19.1

2.3

6.4

기타단체

-

-

-

-

-

266

100.0

813.0

100.0

3.1

합 계

부재산주 수

구성비

자료: 한국산지보전협회 조사결과(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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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산지임대차 실태
가. 조사 현황
산지임대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화악리의 전체 산주 중 국·공유림
소유자 모두를 포함한 72명의 산주(국공유림 산주 3명, 재촌산주 52명, 부
재산주 17명)에 대해 면담 및 전화 인터뷰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산
주는 화악리 전체 산주의 19%에 해당하고, 조사대상 면적은 화악리 전체
산지면적의 59%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나. 조사 결과
조사대상 산주의 임산물 생산현황을 보면, 먼저 개인산주 69명 중 64%
에 해당하는 44명의 산주는 임업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산지를 보유만 하
고 있고, 나머지 36%에 해당하는 25명의 산주들이 잣나무·고로쇠나무·자
작나무 등 소득수종 경제림과 오미자·산양삼 등 약용작물, 더덕·취나물·표
고버섯 등을 생산하는 재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표 2-12>.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임업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개인
산주 중 일부는 대리경영을 통해 그들의 산지가 조림 및 육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표 2-13>에 나타난 화악리의 대리경영계약 실적이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주가 산지이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은 대리경영을 진정한 임업경영이라고 간주하
지 않는 산주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산지를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대하지 않은 것은 낮은 수익성 때문에 산지에
대한 임차수요가 없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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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화악리 개인산주의 임산물 생산 현황
산림경영 구분

임산물명

-

보유(미생산)
육림업*
(소득수종)

*

재배업

재촌
32
1
1
11
6
9
2
2
3
2
1
2
38

잣나무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소 계
잣
취나물
더 덕
산양삼
오미자
표 고
두 릅
가시오가피
기 타
소 계

산주수
부재
12
3
2
1
7
2
1
1
1
1
6

합계
44
4
2
1
7
13
6
10
3
2
3
2
2
3
44

생산면적(ha)
106.4
68.7
8.6
1.0
78.3
13.2
17.6
27.3
9.3
0.1
12.2
0.1
2.4
12.0
94.2

주: 임산물 생산 중복하여 기록.
자료: 한국산지보전협회 조사결과(2014).

표 2-13. 2013년까지 화악리 대리경영계약 누계 실적
2

단위: 건, 필지, m , %

구분
대리경영계약

건수

필지

12

21

면적
1,126,286

개인산주 소유면적
중 비율
12.2

자료: 가평군산림조합(2014). 내부자료.

조사대상이 된 국‧공유림 및 사유림 산지에 대한 임대차 조사결과를 보
면, 화악리의 산지임대차는 도유림 일부와 사유림 2곳에서 이루어지고 있
었는데, 도유림에는 4명, 사유림에는 2명의 임차인이 있었다<표 2-14>. 임
차면적은 도유림 0.6ha, 사유림 4.3ha로 나타났고, 임차료는 도유림에서 m2
당 평균 265원이고, 개인산지에서는 2건 모두 친인척간 거래로 임차료를
받지 않는 사용대차 관계에 있었다. 임차지의 임업경영은 모두 재배업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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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임업용 임대 산지의 생산 현황
단위: 명, m2, 원/m2

구분

임대인

임차인

면적

임차료

산림경영유형

개인

2

2

42,975

무상

도유림

1

4

5,852

265원

합 계

3

6

48,827

-

재배업(더덕, 표고 등)
작물재배
-

자료: 한국산지보전협회 조사결과(2014).

다. 시사점
화악리 마을 사례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산촌지역 산지이용의 일반적 모
습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 사례조사라는 한계는 있지만 － 우리나라 산
지이용(실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산지이용에 대한 화
악리 조사 내용은 앞서 분석한 임업인 설문조사 결과와도 차이점을 보여주
고 있는데, 그것은 임업인 설문이 비록 부분적으로 부재산주를 포함하고
있다하더라도 주된 설문대상을 임업경영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있는 반면
에, 마을사례조사는 전형적인 산촌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산지이용 실
태, 즉 산지를 소유한 산주들의 행태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
제 우리나라 산지이용 실태는 임업인 설문조사보다 마을사례조사가 정확
하게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실시한 마을
사례조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화악리 마을사례조사 결과는
산주들이 산지이용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산지이용이 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거꾸로 현행
산지이용제도, 특히 사유림의 산지이용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문
제 제기로 이어지게 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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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지임차 경영체 사례 조사
3.2.1. 조사내용
사례대상 경영체는 평창군 봉평면에 소재해 있는 산양삼 재배업체로 영
림조직은 영농조합법인 형태를 택하고 있었으나, 실제 경영은 경영주 단독
으로 운영되고 있었다.8 산양삼을 재배하는 산지는 총 32ha(국유림 10ha,
군유림 10ha, 사유림 12ha)인데, 모두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국유림과
군유림은 사용허가 및 일시사용신고 절차를 거쳐 임차하였고, 4명의 산주
를 임대인으로 두고 있는 사유림은 원칙적으로 산주들이 산양삼 재배를 위
한 산림경영계획 제출과 일시사용신고를 해야 적법한 임대차가 되지만, 산
주들이 이를 꺼려해서 개인들 간의 임대차계약만으로 임차하고 있었다.9
국유림과 군유림의 임대차기간은 국유림 사용허가 규정에 준하여 최초
5년으로 하고 이를 다시 5년씩 연장하는 형태를 택했고, 사유림은 임차기
간을 10년으로 하고, 이를 다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계약을 했다.
여기에 더하여 사유림 임대차계약에서는 특약조항으로 임대차기간 중 특
별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경우 적어도 2년 전
에 이를 상대방에 통지해주는 해약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임차료는 국유림과 군유림에서는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에 준하여 공시
지가의 1%로 했다.10 사유림의 임차료는 평당(3.3m2당) 150원 수준으로 정
해졌다.11

8

경영체 설립 당시 법인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을 택했지만, 해당
경영체의 조직으로는 영농조합법인보다 농업회사법인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합명 또는 합자회사)으로의 조직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
9
이로 인해 해당 산지의 임야대장에 임차인으로 등재할 수 없게 되었다.
10
당초 군유림의 임차료는 공시지가의 5% 수준이었는데, 최근 군조례 변경으로
공시지가의 1% 수준으로 인하되었다.
11
실제로는 4명의 산주가 각각 1만 평씩 임대하고 있는데, 연간 지불하는 임차료
가 1만 평당 15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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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재배 경영체의 임업소득은 자가노동비를 포함하는 경우, 적어도
연간 2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2 현재 종사인력으로는 다수
의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연간 8,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했다.13

3.2.2. 시사점
사례대상 경영체는 산지를 임차하여 성공적으로 임업경영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성공사례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대응은 이와 같은 성공적 경영체가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산지이용에 대
한 규제를 줄이고 임업적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
하는 것이어야 한다. 동시에 이런 업체가 산지이용, 즉 산지임대차와 관련
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사례대상 경영체가 산지임대차와 관련해서 요청한 사항은 한 가지였는
데, 그것은 산양삼 재배처럼 벌채가 없어 육림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재배업
과 채취업에 대해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임업경영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것이었다. 이는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원활한
산지임대차를 방해할 뿐 아니라, 임차인이 경작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를 다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대상 경영체의 임대차계약 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발견한 시사점
은 합리적인 산지임대차 관계를 보장하는 임대차계약의 제도화가 필요하
다는 점이다. 사례대상의 임대차계약에서는 상호 간의 특약으로 최소 2년
의 해약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지만, 이런 특약을 규정하지 않았거나 불합리
한 해약 유예기간 설정으로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12

13

산양삼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이 끝나고 본격적인 생산만 이루어지는 단계에는
연간 최고 5억 원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인건비 산정은 연간 일고 사용수 1,000명(/일)에다 1일 평균노임 8만 원을 곱해
서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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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임대차계약 사항 중 필수요건에 대해
서는 이를 보장하고 또한 명확히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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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산지이용을 증진하고 산지임대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하며 어떠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는지를 파
악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내외의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한다. 먼저 산지
이용정책과 이와 결부된 산지임대차제도에 대한 외국 사례 중에서 소유구
조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이용구조 면에서 확연히 다른 스위스의
산지이용제도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산지이용정책의 방향을 정
립함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농지임대차 현실을 규
율하는 법질서로서 농지임대차제도가 갖는 기능 및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
석함으로써 산지이용을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산지임대차제도가 담아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광의의 산지임대차에 속하는 국
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와 대리경영의 제도적 특수성을 분석함으로써 국공
유림과 사유림을 포괄하는 산지임대차제도 일반의 모형을 설계한다.

1. 스위스의 산지이용 및 임대차제도

1.1. 산지이용 현황
2012년 현재 스위스의 산지14는 전년에 비해 1,400ha가 증가한 125만
8,658ha로서 전 국토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산지 중 약 13%는 활용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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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비생산적 산지로, 나머지 87%는 생산적 산지(Produktive Waldfläche)
로 분류된다[Bundesamt für Umwelt(BAFU) 2013a, 16]. 보존림의 면적은
58만 5,791ha로 전체 산지의 46.5%를 차지한다.15 또 다른 분류체계로서
산지 중 52%는 FSC 및 PEFC 인증산림로 구성된다(BAFU 2013a: 162).
산지소유 형태에 있어서는 스위스 산지의 71%(약 89만 6,000ha)가 국공
유림이고, 사유림은 29%(약 36만 3,000ha) 수준이다. 국공유림의 대부분은
게마인데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이고, 연방 및 칸톤 소유의 국유림
은 전체 산지의 7%에 불과하다(BAFU 2013a: 11).
스위스 산림의 산주는 약 25만 명인데, 이 중 개인 산주가 97%이고 국
공유림 소유자의 수는 3% 수준이다. 나아가 전체 산주의 96%는 소유규모
50ha 미만의 개인 산주들로서 이들의 평균 소유면적은 1.37ha에 불과하다.
2012년 현재 임업경영체 수는 2,447개소인데, 이 중 52%가 100ha 미만 규
모의 산지를 경영한다(BAFU 2013a: 70).

14

15

스위스에서 농지와 산지의 구분 기준은 토지의 실제 이용형태보다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의 특성이 더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장기간 실제로 그렇게 이용해
왔다면 실제 이용 또한 토지 구분의 근거가 된다[Bundesgestz über das bäuerliche Bodenrecht(BGBB) 제6조]. 이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가 알프스 방목지대
(Sömmerungsgebiet)의 토지를 농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알프스 방목지는 해발
고도 1,000m 이상 2,500m 이하에 위치해 있어 토지 특성상 농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용지(Landwirschaftliche Nutzflache, LN)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활용 상태를 나타내는 농경지(landwirtschaftlich
genutzte Fläche: LF)로 인정된다(Verordnung über landwirtschaftliche Begriffe
und die Anerkennung von Betriebsformen 제14조 제1항). 2012년 현재 알프스
방목지 면적은 46만 5,500ha로 전체 농경지(LF)의 약 1/3, 그리고 전 국토의 약
1/9을 차지한다(Böni 2013).
보존림과 별도로 약 5%의 산지가 국립공원 내의 산림과 같은 휴양림(Erholungswald)
이나 자연친화적 유보지(자연림)로 관리되고 있다. BAFU(2013a), p.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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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스위스 임업경영체 규모별 구성비(2012년)
단위: 개소, %

구분

50ha
미만

50～100
ha 미만

100～200
ha 미만

200～500
ha 미만

경영체

912
(37.3)

370
(15.1)

355
(14.5)

368
(15.0)

500～1000
ha 미만
242
(9.9)

1000ha
이상

합계

200
(8.2)

2447
(100)

자료: BAFU(2013a). p.74.

임업경영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2004년 이후 593
개소의 경영체(약 20%)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개별 임업경영체가 경영
하는 생산적 산지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영림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1.2. 산림경영 실태 분석
임업경영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16 2012년도 임업경영체 전체
수입은 전년도보다 1,300만 스위스 프랑(CHF) 줄어든 5억 3,600만 CHF였
고, 전체 지출은 전년도보다 600만 CHF 늘어난 5억 9,400만 CHF이었다
<표 3-2>. 이로써 2012년도 임업경영체 총영업손실은 전년도보다 1,900만
CHF 늘어난 5,800만 CHF에 달한다. 전체 임업경영체 수입의 약 1/3을 산
출하는 부업경영체는 수지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이다.
표본조사는 단위경영체 차원의 표준화된 경영성과를 산출하고 있는데,17
이 경영성과에서는 임업생산물(목재 및 부산물)을 수확‧판매하는 단계별로
수입과 지출이 산정된다.18 다시 말해 산림생산경영에서는 임목축적당 표
16

17

18

스위스 통계청에서는 50ha 미만 규모의 임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무 관련 조사
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수조사 대상은 50ha 이상 규모의 임업경영체가 된다.
표본조사는 약 2,500개의 임업경영체 중 200개 경영체를 지역안배한 표본으로
선정하여 임업경영체 유형별 특성과 경영체 단위별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스위스에서 산림경영은 거의 전적으로 목재생산과 관련 서비스로 한정된다. 이
에 더하여 크리스마스 트리 등의 조경수 생산이 임업에 포함되지만, 우리나라
의 단기임산물 재배와 같은 재배업 및 채취업은 농업경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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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소득을, 임업관련 서비스업과 수목조경업에서는 ha당 표준소득을 생산물
판매단계에 따라 플로(flow)로 산출한다. 임업경영체 영업수지의 최종결과
는 마이너스(－)로 나타났는데, 2010～2012년 기간의 산림생산경영의 수지
는 <표 3-3>과 같다.
표 3-2 스위스 임업경영체 경영 성과
단위: 백만 CHF

구분

총 임업경영체

주업 임업경영체

부업 임업경영체

수입

지출

손익

수입

지출

보조

손익

수입

지출

손익

2005

431

487

-56

209

382

101

-72

121

105

16

2006

478

513

-35

250

392

98

-44

130

121

9

2007

515

527

-12

282

403

101

-20

132

124

8

2008

521

542

-21

272

404

104

-28

145

138

7

2009

533

565

-32

258

422

123

-41

152

143

9

2010

544

578

-34

272

428

117

-39

155

150

5

2011

549

588

-39

263

435

128

-44

158

153

5

2012

536

594

-58

241

434

135

-58

160

160

0

자료: BAFU(2013a). pp.77-78.

표 3-3. 스위스 산림경영의 임목축적당 표준소득
단위: CHF/m

구분

유라지역

중앙내륙지역

알프스접경

알프스지역

스위스 전체

2010

-7.7

-16.5

6.9

-9.2

-8.4

2011

-9.5

-18.5

3.6

-13.8

-11.2

2012

-13.2

-21.4

-8.1

-19.4

-16.5

자료: BAFU(2012). p.20; BAFU(2013a).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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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위스의 산림경영 정책
1.3.1. 산림경영정책의 기본방향
스위스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은 우리나라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비전과
같이 ‘지속가능한 산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산림은 경
제, 사회, 생태의 세 가지 차원과 결부되는데, 경제성은 목재생산의 수익성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좁은 의미의 임업경영에 대한 것이고, 사회성
은 여가와 휴식공간, 경관 제공, 자연재해 방지 등과 같은 국민의 삶의 질
(행복)과 연관되는 것이며, 생태성은 생물다양성과 생명 및 야생공간 보전,
자연의 질서 유지 등 자연보호에 대한 것이다(BAFU 2013b: 13-15).
지속가능한 산림의 3대 축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산림경영에 대
한 것인데, 현재 스위스의 주업임업경영체는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놓여 있
기 때문에 이 부문에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19 이에 따라 임
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림규모화 등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데,
여기서 산림경영 구조 개선의 한 가지 방안으로 임업경영체들 간의 협업경
영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스위스의 목재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위스 목재 품
질인증과 원산지표시를 겸하는 표시제(Herkunftszeichen Schweizer Holz,
HSH)를 실시하고 있다(BAFU 2014: 14-15).

1.3.2. 협업경영 장려 정책
스위스에서 산림경영과 관련한 정책 중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협업경영을 장려하고 협업체를 육성하는 정책이다. 협업경
영 개념은 개별 경영체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는 모든 형태를

19

만성적인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보조금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나
정치적 여건상 용이하지 않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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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형태는 결속도가 낮은 작업위탁으로부터 공동 목재
판매, 토지 임대차 등을 거쳐 다양한 유형의 경영체 통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스위스의 산림경영에서 협업경영은 1980년대 초반에 생성‧발전하기 시
작하였는데, 그 당시 협업경영이 생성된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들
수 있다[Schweizerische Hochschule für Landwirtschaft (SHL) u.a. 2010,
12].
첫째, 목재가격이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다.
둘째, 임목 수확에서 새로운 기술 및 방식이 개발됨에 따라 대규모 경영
이 아니면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셋째, 공공부문의 보조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경영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결과 많은 임업경영체들이 새로운 형태의 협업경영을 모색하여 경영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했다. 여기에 발맞추어 정부에
서는 협업경영의 장단점과 협업경영 추진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소개하는
등 협업경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협업경영체 운영현황은 정
기적으로 산출하는 통계자료가 없어 정확한 최신 데이터 제시가 어렵지만,
임업경영체에 대한 전수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칸톤 단위의 추가설문조사
로 확인한 내용을 통해 산림경영에서 협업경영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6년 전수조사에서 국공유림을 경영하는 개별 경영체는 803개소였는데,
이 중 17%에 해당하는 133개소 경영체가 협업경영을 실시하고 있었다
(SHL 2010: 4).

1.4. 산지임대차 실태
스위스의 산지소유 구조를 보면, 전체 산주의 97%에 해당하는 사유림
산주가 전체 산지의 29%를 소유하고, 전체 산주의 3%에 해당하는 국공유
림 소유자가 71%의 산지를 소유하고 있다. 사유림 산주는 거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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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ha 미만의 산지를 소유하고 평균 소유면적이 1.4ha에 불과하다. 이에 따
라 대부분의 사유림, 특히 10ha 미만의 소규모 사유림은 임대차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산주의 ‘취미영림’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임대차 대상이 되
는 산지는 국공유림과 일정규모 이상(적어도 10ha 이상)이 되는 사유림이
된다.
산지소유자들이 임업경영체와 관계를 맺는 형태는 두 가지인데, 그 하나
는 산지를 임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지를 토지자본으로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스위스에서 산지임대차와 산지출자는 주로 국공
유림에서 이루어지는데, 국공유림의 소유자, 즉 국가와 지자체들은 산지이
용에 대한 사용료보다 산림이 지속가능한 산림정책에 부합되게 조성되고
이용되는 데에 더 큰 관심이 있다. 다시 말해, 산림의 경제성뿐 아니라 사
회성과 생태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국공유림의 산주들은
산림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산지공급 형태를 선호한다. 이 결과 국공유림 산지의 공급에는 임대차보다
토지출자가 보다 일반적인 형태가 된다. 산지임대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임차료는 거의 사용대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지만, 대신에 산지이
용 형태상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 이에 대해 임대인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을 계약조건(산림경영지침)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유림의 경우에도 산지공급 형태는 산지임대차와 산지출자의 두 가지
로 나타난다. 사유림에서 산지공급 형태의 차이와 산지공급의 동인은 국공
유림에서처럼 지속가능한 산림의 사회성 및 생태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
라 산주의 경제적 이해에 따른다. 즉, 임차료 수입과 배당수익의 유리성에
따른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림 산주들은 산지이용 형태의
변경과 협업경영을 통한 경영체 조직 변경 등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출자 형태를 택했을 때 뿐 아
니라 산지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도 산주의 동의를 구하게 하고 있다.
요컨대 스위스의 산림경영에서는 산주들이 임업경영체의 구성원의 일부
로 기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산지임대차는 부차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지임대차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산주가 산림경영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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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형태를 택하고 있다.

1.5. 산지임대차계약제도
스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지임대차법이 산지임대차에 적용되지 않고,
산지임대차는 임대차에 대한 일반적 규정인 ｢스위스 민법전(ZGB)｣ 제5부
의무이행법(Obligationenrecht, OR) 제275조～제304조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산지임대차계약은 연방정부와 칸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한마디로 산지임대차계약은 농지임대차계약처럼 허가제로 되어 있
지 않고, 의무이행법(OR)의 임대차 규정을 준용하여 자율적으로 작성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위스 산림경영협회(Waldwirtschaft Schweiz, WVS)는 다음
과 같은 산지임대차계약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20
① 계약당사자:
- 임대인: 산지소유자
- 임차인: 산림경영주 혹은 조직(게마인데, 시민게마인데, 협회)
- 임대차계약이 모든 사항을 전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
간의 신뢰가 임대차의 핵심사항이 된다.
② 임대차기간
- 임대차 개시는 실제적인 이유로 계약 이후 영림년이 새로 시작하는 때
로 본다.
- 산림임대차의 최소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영림계획서가 동반되는 경우에 계약기간은 이 영림계획기간을 고려하
도록 한다.

20

WVS(2014). Merkblatt zur Verpachtung von Wal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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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약 및 해지
- 해약을 통지하는 최소기간은 1년으로 한다.
- 당사자 상호간에 해약 통지 없이 계약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되는
계약기간은 3년～6년 사이로 한다.
④ 임차료
- 임차료는 임차지 전체에 대해 총액으로 설정하거나 단위당 크기(예컨
대 매출액의 몇 % 혹은 벌목한 목재의 임목축적당 몇 CHF)로 설정할
수 있다.
- 임차료는 임대인의 투자액과 임차대상지의 수익가치를 이자율로 환산
한 금액이 고려되어 산정된다.
⑤ 임차대상
- 임차대상 토지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건물은 원칙적으로 임차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서 배제된다.
- 영림활동 결과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확물은 임차인에게 귀속된다.
- 장비와 투입재 등의 가치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들의 평가와 합의에
근거하도록 한다.
⑥ 영림활동(산림경영) 지침
-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영림활동 지침이 임차대상지가 장기적으로 특정
형태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근거로 기능할 수 있지만, 임차인에게는
이 지침이 영림활동을 제약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영림활동 지침 작성에서 계약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⑦ 임대차 종결
- 임차인은 계약종결 시점에 이루어진 상태 그대로 임차대상물을 반환
한다.
⑧ 분쟁 처리
- 계약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감정평가자에게서
해결을 모색하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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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국 사례의 시사점
스위스는 산주 1인당 소유규모가 약 5ha로서 우리나라(약 3ha)와 유사한
소규모 산지소유를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국공유림의 소유
규모는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더 크고, 사유림의 평균 소유규모는 우리나
라와 엇비슷하거나 약간 더 작은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유
림의 비율이 국공유림의 비율보다 높지만, 스위스는 반대로 국공유림이 사
유림보다 2배 이상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소유구조상의 유사성과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은 소유구조와 확연하게 다른 이용
구조를 확립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산지소유와 확연히 구별되는
이용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주와 임업경영체 간의 개
념적 구분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런 점에서 스위스 사례
를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산지 전체에 있어서는 소유와 이
용의 구별되는 체계가 확립된 점이고, 사유림에서는 소규모 소유구조의 한
계를 뛰어넘는 대규모 이용체계가 임업경영체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구축
된 점이다. 이들 시사점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된다.
첫째, 스위스는 임업정책에서 산지이용정책을 다른 정책보다 우선시한
다. 이는 스위스가 임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지속가능한 산림 운영으로 하지
만, 경제성 확보를 최우선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
산적 산지에 속하는 거의 모든 국유림을 임업경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임
대)하고 있다. 다만 지속가능성의 다른 요소인 사회성과 생태성을 담보하
기 위해 산주인 국가와 지자체가 개별 경영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
고 있다.
둘째, 스위스는 소규모 산지소유 구조 기반 위에 소규모 소유를 일정 규
모 이상의 임업경영체로 조직화했다. 여기서 소규모 소유구조를 대규모 경
영구조로 변환시키는 매개물이 협업경영 및 법인경영으로의 조직화였다.
다시 말해 스위스에서 임업경영체 수는 산주 수의 1/100에 불과한데, 이것
은 많은 산주들이 임업경영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협업체 또는 법인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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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산주들은 임업경영체의 경영이사회
또는 감독이사회의 이사 혹은 임대인 자격으로 산림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셋째, 경영조직의 협업화는 경영체를 처음 설립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체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경영체와의 협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다른 경영체와의 협업의 최종단계는 협업경
영체들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 임업경
영의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스위스는 토지 특성상 산지에 속하는 알프스 방목지대의 토지도
농업적 및 축산업적 활용을 이유로 농지로 분류하여 이용하게 하고 있다.
즉, 농지와 산지의 구분에서 토지의 수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란 측면
이 고려되고 있다. 여기서 얻는 시사점은 우리나라의 산지 구분 및 활용에
서도 토지의 수요와 효율적 이용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해 목재 생산과 비목재임산물 생산에 대한 산지수요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을 고려할 때, 어떠한 산지용도의 배분이 가장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농지임대차제도와 비교 분석

2.1. 농지임대차 현황
임차농지가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부터 2008년까
지 42～44% 선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 48% 수준에 있다<표 3-4>.
농가 구성에서는 임차농의 비중이 2012년 60% 수준이 되고 있는데, 추
세상으로 임차농의 비중이 줄어들고 자작농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0.5ha
미만 영농규모 농가가 늘고 있는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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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임차농가 비율 및 임차농지 면적
단위: %, 천ha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임차농가
72.3
72.5
71.7
62.4
63.0
62.5
62.0
61.8
61.9
62.2
61.4
60.3

자작농가
27.4
27.3
28.1
37.2
36.6
37.1
37.7
37.8
37.4
37.0
38.0
39.2

기타
0.4
0.4
0.4
0.4
0.4
0.4
0.3
0.4
0.7
0.7
0.6
0.5

임차농지면적 (비율)
824 (43.6)
831 (44.3)
835 (44.8)
777 (42.3)
772 (42.3)
774 (43.0)
763 (42.8)
756 (43.0)
797 (45.9)
821 (47.9)
803 (47.3)
827 (47.8)

주: 2003년은 표본구성의 재조정과 관련한 문제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음.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통계정보; 통계청, 농지임대차조사

농지임대차통계는 2008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통계청으로 이관
되어 산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전 농관원의 농지임대차통계는 농지임대차
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역, 예를 들어 영농규모별 임차농지 비율과 소유자
별 임차농지 구성 등과 같은 내용을 함께 제공했지만, 현행 통계청의 농지
임대차통계는 임차농가 비율과 임차농지 비율, 그리고 임차요율과 임차료
지불 형태에 대한 내용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임대차에 대한 보
다 상세한 내용은 이전 농관원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현재의 상태를 개략적
으로 추정하는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소유자별 임차농지의 구성
에서 비농가소유의 임차지가 60～70%, 농가소유 임차지는 약 20%에 불과
21

김수석(2008)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경지면적별 농가구성 분석에서
임차농의 비중이 줄어들고 자작농의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가 0.5ha 미만 영농
규모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과 관련된다. 즉, 0.5ha 미만 농가에서 임차지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작농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농계
층이 0.5ha 미만 규모 농가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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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5>. 임차농가의 임차지 평균면적은 2005년
0.96ha, 2006년 0.99ha가 되고, 임차료 크기는 2005년 m2당 186원, 2006년
m2당 196원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은 농지임차료를 요율로 발표하고 있는데, 2008년 이후 임차료율
은 단위면적당 산출액의 1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3-6>.
표 3-5. 소유자별 임차농지 면적 및 구성비
단위: ha, %

구분

농가

비농가

국공유지

기타

합계

2000

174 (21.1)

569 (69.1)

33 (4.0)

48 (5.8)

824 (100)

2001

175 (21.0)

578 (69.6)

29 (3.5)

49 (5.9)

831 (100)

2002

166 (19.9)

590 (70.7)

28 (3.3)

51 (6.1)

835 (100)

2003

-

-

-

-

-

2004

127 (16.3)

551 (70.9)

37 (4.8)

62 (8.0)

777 (100)

2005

161 (20.8)

476 (61.7)

38 (4.9)

97 (12.6)

772 (100)

2006

153 (19.8)

489 (63.2)

28 (3.6)

104 (13.4)

774 (100)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통계정보.

표 3-6. 농지임차료율
단위: %

연도
임차료율

2008
16.8

2009
16.8

2010
15.5

2011
16.8

2012
17.0

자료: 통계청. 농지임대차통계.

2.2. 농지임대차제도 내용
현행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농지임대차제도를 구
성해 보면, 먼저 농지임대(또는 사용대)가 허용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
거하고 있다(농지법 제23조).
① 8년 자경 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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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거주지·인접 시군 농지)
③ 1ha 미만의 상속 농지
④ 부득이한 사유(3개월 이상의 징집‧질병·수감·해외여행 등)로 인한 일
시 영농이 중단된 농지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
⑥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
⑦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 하는 농지
⑧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농지
⑨ 농지저당기관의 집행에 의해 소유하는 농지
⑩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농지
다음으로 농지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는 ｢농지법｣ 제24조 제1항에서 서
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농지소재지 관할 시
‧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제3자에 대해 효력
이 생긴다.
농지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동법 제24조의2 제1항), 이
는 임대차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
임대차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들 간에 서로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조정
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24조의3).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시‧군‧구의 장
은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농지임대
차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군수(또는 부구청장)를 위원장으로 하고, 농정심
의회의 위원 중 두 명을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또는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
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25조).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동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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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지임대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현행 농지임대차제도가 갖는 한계점은 무엇보다 농지이용의 현실을 규율
하기에 지나치게 약하게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농지이용의 현실은 임대
차 농지의 비중이 전체 농지의 약 48%를 차지하고 임차농가의 비율이 60%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농지임대차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비정상적’
농지이용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이는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적용에 그 원인이 있다 할 수 있다. 경자유전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허용된 농
지임대차를 체계적으로 관리‧규율하는 법령 제정 및 관리제도의 구축이 필요
했지만, 2012년의 부분적인 ｢농지법｣ 개정에 머물고 말았다. 따라서 무엇보
다 농지임대차계약제도를 완결된 체계로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농지제도 관리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불법적 농지임대차는 불법적
농지소유의 현상 형태이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농지임대차에 대한 규
제 완화와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농지임대차의 명확한 기준 제시로 불법
적 농지소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책사업에 의한 농지임대차와 사적 계약에 의한 농지임대차가 서로 분
리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농지임대차 관리 차원에서 두 가지 유형의
농지임대차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4. 농지임대차와 산지임대차 제도 비교
2.4.1. 농지임대차제도와 국유림 사용허가/대부제도 비교
농지임대차제도와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제도를 비교해 보면, 농지임
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적 계약이지만,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
는 국가기관(산림청)의 허가행위가 동반되는 계약이다. 이에 따라 농지임
대차는 토지시장의 수급이나 농업경영의 수익성 영향을 크게 받지만, 국유
림 사용허가 및 대부는 임정당국의 정책의지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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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의 임차료는 수확이나 산출액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것이 일반
적이나, 사용허가 및 대부의 사용료는 산지의 공시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다<표 3-7>.
표 3-7. 농지임대차제도와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제도 비교
구분

농지임대차

국유림 사용허가

국유림 대부

대상토지

농지

요존국유림

불요존국유림

전제조건

농지소유 및
임대차 조건
충족

‧국유림 대부 등을 위한
3가지 공통기준 충족
‧사용허가를 위한
10가지 사항 중
한 가지 충족

‧국유림 대부
등을 위한
3가지 공통기준
충족

계약 양식

서면계약 원칙

서면계약

서면계약

계약기간 및
갱신 여부

최소 3년
연장‧갱신 가능

5년 이내
갱신 가능

5년 이내
갱신 가능

사용료

자율적으로 결정
(산출액의 17%)

공시지가의 1%
(농림업의 경우)

공시지가의 1%
(농림업의 경우)

사용면적비율

전체 농지의
48%

요존국유림의 1.8%

불요존국유림의
17.3%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① 계약과
갱신에 대한 절차과정을 정비하고, ② 국유림, 특히 요존국유림의 임업적
이용을 높이는 것이다.

2.4.2. 농지임대차제도와 사유림 대리경영제도 비교
농지임대차와 사유림의 대리경영, 그리고 두 제도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농지의 대리경작에 대한 제도적 차이를 비교하면, 농지임대차와 사유림 대
리경영은 소유자와 임차인(또는 대리경영인) 간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농지대리경작은 관할 지자체
의 대리경작자 지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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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으로 운영메커니즘에서는 농지임대차가 거의 전적으로 토지시장의
수요‧공급 및 수익성에 따라 작동되는 데 비해, 대리경작과 대리경영은 일
정 부분 국가(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리경작에
는 대리경작자 지정이라는 행정행위가 있고, 대리경영에는 산림사업 연계
라는 정책적 지원행위가 포함되어 있다<표 3-8>.
계약기간은 농업경영을 기본으로 하는 농지임대차와 대리경작이 3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산림경영을 주종으로 하는 대리경영은 10년을 기본으로
한다. 농지임대차와 대리경작은 사용료의 크기가 비슷하고 서로 수렴되는
경향을 갖지만, 대리경영은 산지 또는 산림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
고 간벌이나 벌목 등을 통해 수익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산림소유자와 대
리경영자가 서로 배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 3-8. 농지임대차 및 대리경작제도와 사유림 대리경영제도 비교
구분

농지임대차

농지대리경작

사유림 대리경영

대상토지

농지

유휴농지

사유림

전제조건

농지소유 및 임대
차 조건 충족

농지가 경작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리경작자 지정

산림소유자의 자발
적 의사

계약 양식

서면계약 원칙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에게 지정통지서 발송

서면계약

계약기간
및
갱신
여부

최소 3년
연장‧갱신 가능

원칙적으로 3년

10년 기본
단축 및 연장 가능

사용료

자율적으로 결정
(산출액의
17%
수준)

수확량의 10%

사용료 없음
수익물이
발생할
경우 배분

제도 추진
의
동인
(원동력)

수익성

경작 관리(경작명령)

대리경영지원 산림
사업

사용면적
비율

전체 농지의 48%

통계 없음

사유림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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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산지임대차제도 구축을 위한 시사점
산지임대차제도는 농지임대차제도와 차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것은 농지를 이용하는 현실과 산지를 이용하는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농지의 경우 임대차는 전체 농지의 거의 절반 정도가 임대차 관계하에 놓
일 정도로 일반적이지만, 산지의 경우 전반적으로 임대차되는 산지의 비율
이 낮고, 특히 목재생산을 하는 육림업은 산지임대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임대차제도가 갖는 기본방향도 다르게 나타
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농지임대차제도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이
용 질서가 확립되는 데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적 성격을 갖는 데에 비
해, 산지임대차제도는 산지이용 증진을 뒷받침하는 토대로 기능해야 하는
규제완화적 성격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농지임대차제도가 제도로서 갖는 한계점을 후발주자 상태에 있는
산지임대차제도가 답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수립단계부터 완결
된 체계를 지향하는 목표를 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추진체계를 갖출 필
요가 있다. 산지임대차 내용 중에는 무엇보다 산지임대차계약 부분을 완결
된 체계로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유형의 산지임대차제도, 즉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와 대리경영과의 관계 설정에서는 먼저 구축을 계획하는 산지임대
차제도가 산지임대차 일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게 하고, 국유림
대부 등과 대리경영은 특수한 산지임대차로 관계설정을 하되, 중장기적으
로는 특수한 산지임대차제도들을 폐지하고 일반적 산지임대차제도로 통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산지이용 증진 및 임대차 활성화 방안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산지이용 증진과 산지임대차 활성화를 위해서
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데, 그 하나는 기존 임업정책
틀 내에서 임업경영구조 개선과 산지이용 증진과 관련하여 추진했던 제도
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
업정책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여 산지를 임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분석의 논지를 명확하기 위해 먼저 기
존 임업정책의 흐름과 방향을 분석하여 그 한계를 확인하고, 임업경영 개
선과 산지이용 증진을 위한 새로운 임업정책의 방향 및 실천과제를 제시한
다. 다음으로 주어진 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산지이용 및 임대차 활성화 방
안을 제시한다.

1. 산지이용정책의 방향과 실천과제

1.1. 산지이용 관련 임업정책 분석
1.1.1. 우리나라 임업정책 추진 경과
1970년대 초반 제1차 치산녹화계획(1973～1978)을 수립하여 국토의 속
성녹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당초 이 계획은 1973년부터 198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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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나, 계획목표인 100만 ha 조림을 4년 앞당겨
달성함에 따라 제1차 치산녹화계획은 1978년에 종료되었다.
1979년부터 시작된 제2차 치산녹화계획(1979～1987)은 국토녹화를 완
성하고 장기수 위주의 경제림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 계획 추진으로 106만
ha 산지에 조림이 이루어지고 황폐산지의 복구가 완료되었다.22 이 시기에
경제림 단지 지정이 이루어지고,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를 구분하는 산지
보전체계가 도입되었다.
1988년부터 시작하는 제3차 산림기본계획(1988～1997)은 제1차 및 제2
차 계획으로 치산녹화, 즉 조림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고, 녹화의 바
탕 위에 산지자원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 제3차 산림기본계획의 사업
목표는 32만 ha의 경제림 조성과 303ha의 육림사업 실행이었다. 즉, 조성
한 산림에 대한 육림이 주된 목표가 되면서 경제림 육성이 부분적 목표로
도입된 시기였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은 당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을 상위목표로 하여 세부적으로 ①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② 경
쟁력 있는 산림산업 육성, ③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증진을 목표로 하
였다. 그런데 제4차 산림기본계획은 계획 추진 중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전반기가 끝난 2003년에 산림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일부 사업에서 계획 대비 실적이 낮은 부문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산림기본계획의 (상위)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의 기
반 구축이 미흡하고 IMF 경제위기 등으로 산림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임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된 데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 변경(2003～2007)은 당초 계획에 비해 무엇보다 임
업경영구조 및 여건 개선에 보다 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경제림 단
지 육성을 중점사업으로 시행하였는데, 2004년까지 292만 ha의 산지를 경
제림 육성단지로 지정하고, 조림 및 육림사업의 확대를 통해 조림 수종을

22

제2차 치산녹화계획도 당초 10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나, 계획목표를 1년 앞
당겨 달성하여 1987년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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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하며, 종묘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경제림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을 정비하였다. 또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업경영 및 대리경
영을 육성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산림사업을 실시하였다.
제4차 계획기간 중에 ｢산림법｣을 폐지하고 ｢산림기본법｣, ｢산지관리법｣,
｢임촉법｣ 등 12개의 기능별 법체계로 개편하여 운용하였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
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복지국가 실현을 산림정책의 비전 및 목표로 설
정하고 있다. 이는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 당초 설정한 ‘지속가능한 산림경
영 기반구축’을 토대로 다양한 산림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의
개념으로 제시되는 산림의 세 가지 범주(경제성, 사회성, 환경성)를 모두
포괄하고 이들 범주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5대 전략과 2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5대 전략은 ① 다기능 산림자원의 육성과 통합관리, ② 자
원순환형 산림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③ 국토환경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전‧관리, ④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충, ⑤ 자원 확
보와 지구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로 제시되고 있다.

1.1.2. 임업정책의 성과와 한계
1973년부터 1987년까지 시행된 제1차 및 제2차 치산녹화계획을 통해 국
토녹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 즉, 치산녹화를 위한 조림은 계획기간
보다 앞당겨 달성하게 되었다. 1988년부터 시작한 제3차 산림기본계획도
기본목표가 제1차 및 제2차 치산녹화계획을 통해 조성한 산림을 키우는
육림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이후부터 시행된 제4차 산림기본계획 단계부터는 산림경
영, 즉 육림업의 경제성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치산녹화 시기와 육림
의 초기 단계에는 국가 주도의 산림정책이 무엇보다 우선했기 때문에 사유
림 경영의 경제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산업으로서의 임업을 육성

56 산지이용 증진 및 임대차 활성화 방안
해야 하는 제4차 계획 시기부터는 사유림 경영을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높
아졌다. 이에 따라 산업으로서의 임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림 육성을 추
진하고, 산림경영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업경영과 대리경영 형태의
사유림 경영방식 개선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런데 엄밀하게 평가해서, 제4차 산림기본계획 기간에 수립한 임정의
방향과 이를 제도화한 조치 및 사업들은 － 비록 현재의 시각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 큰 흐름에서 올바른 것이었다 할 수 있다.
먼저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서 산림경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것이 산
림을 경제림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경제림 개념을 살펴보면,
‘경제림이란 임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① 토
양능력급수가 III급지 이상으로 집단화된 산림, ② 현재뿐 아니라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산림, ③ 목재생산 이외에 유실수, 특용수, 버섯 생산을 목
적으로 관리하는 산림으로 정의하고 있다(제4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p.
66). 즉, 경제림 개념에는 목재생산 이외의 유실수 생산과 단기임산물 생산
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사유림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한 협업경영과 대리경영도
기본취지가 수익성이 낮은 임업경영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도 도입 자체는 올바른 방향에 입각해 있었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들이 임업의 산업정책적 기조 및 산림경영정책의 기
본 틀로서 일관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데 있다. 제4차 산
림기본계획의 수정은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가 원인이 되어 임업경영
에도 경제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임업경영의 경제
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어서 등장
한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에서는 임업경영의 경제성에 대한 강
조가 사라지고, 다시 산림의 지속가능성이란 명제하에 산림의 세 가지 범
주, 즉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로 목표가 변경
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산림기본계획의 기본방
향 및 목표로 삼았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임업경영의 경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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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목표체계로 이행해 버렸다는 데에 있다. 이
결과 제4차 기본계획 후반기에 추진되었던 임업경영의 경제성 확보 시책
들은 그 동력을 잃어버리고, 다양한 산림사업들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1.2. 임업정책의 비전과 산지이용정책의 방향
1.2.1. 임업정책의 비전과 산림경영의 역할
오늘날 자원으로서 산림에 대한 정책은 거의 모든 선진국들에서 동일하
거나 유사한 기본방향을 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가 된다. 이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산림의 기능들
을 고려할 때,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이를 유지‧보전하며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또는 생태성)이라는 세 가
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면 달성
할 수 있는 요소로 사회성과 환경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또한 지속가능
성에 부합하는 사회성 및 환경성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공공
기관의 행정적 노력과 이에 호응하는 국민들의 의식 동반이 필요하다. 반
면에 경제성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에 의한) 산림의 관리 및 보전을 통해
서가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산림 및 산지의 이용을 통해야 하는데, 이
용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용에 따른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목표달성도 측면에서 볼 때, 세 가지 요소들 중 실제로 달성
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성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제성이 지
속가능성을 지지하는 토대이자 견인하는 동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제성
이 담보되지 않은 지속가능성은 단기적으로 (공공부문의 보조로) 가능할지
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산림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임업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할 때, 먼저 달성해야 하는 것이
임업경영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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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의 산림보존 위주로 구성된 법‧제도들을 임업경영의 경제성을
높이는 정책 및 사업들과 조정‧조율해서 균형 잡힌 새로운 체제로 변환하
는 것이다. 다음은 임업경영 내에서 임목 및 목재생산 위주로 구성된 기존
의 제도와 정책들을 목재생산과 비목재임산물 생산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체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1.2.2. 산지이용정책의 기본방향
임업경영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시
행 중인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일정한 정도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되어 추
진되어야 할 산림경영 및 산지이용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경영정책의 기본틀로서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서 강조되었던
경제림 육성시책을 질적으로 심화‧발전시킨다.
둘째, 산지의 임업적 활용을 제약하는 산지보전 차원의 규제를 완화하는
원칙 및 기준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 산지는 보전
보다 임업적 이용을 우선으로 하고, 공익용 산지는 임업적 이용보다 보전
을 우선하게 한다.
이러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임업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
장 적절한 정책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과 임업인 모두
‘산지이용에 있어 산주와 임업인이 산지를 임업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했다<표 4-1>.
표 4-1. 임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안
단위: 명, %

구분
대리경영사업을 확대한다
협업경영을 육성하고 협업체를 임업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한다

담당 공무원

임업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8

15.4

16

10.5

14

26.9

22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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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임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안(계속)
단위: 명, %

구분

담당 공무원

임업인

빈도

비율

빈도

9

17.3

12

7.8

18

34.6

66

43.1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를 확대한다

1

1.9

24

15.7

기타

2

3.8

7

4.6

6

3.9

153

100.0

육림업을 재배업과 양묘업 등 비목재 생산으
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한다
산지이용에 있어서 산주와 임업인이 산지를
임업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잘 모르겠다
합계

52

100.0

비율

주: 복수 응답 문항.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셋째, 전체 산지 중에서 비목재생산 임업경영을 (산지일시사용 형태가
아닌)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산지의 총량을 설정토록 한다. 여기서 비목재
생산 산지총량은 산림의 사회성 및 환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임목면적 크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서 ‘목재생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임업생산 정책
의 방향을 향후 단기소득임산물을 포함한 수익성이 높은 비목재 생산에 더
큰 중점을 두는 생산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설문한 결과, 임업인의 87.1%
그리고 공무원의 61.3%가 이러한 생산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변하
였다<표 4-2>.
넷째, 보전 위주로 관리되는 기존의 국유림 운영에 있어서도 임업적 이
용을 확대하도록 한다. 이는 국유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존국유림 또한
임업용 산지에 속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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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수익성 높은 비목재 생산에 중점을 두는 체계로 전환
단위: 명, %

구분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공무원

임업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8

25.8

59

63.4

11

35.5

22

23.7

그럴 필요 없다

-

-

1

1.1

그저 그렇다

7

22.6

1

1.1

현재의 경제림 육성정책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반대한다

4

12.9

7

7.5

무응답

1

3.2

3

3.2

31

100.0

93

100.0

합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다섯째, 임업경영의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체 유형
내지 경영조직을 발굴하여 이를 장려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여기
에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협업경영과 대리경영을 새로운 콘셉트로 리모델
링한 것이나 임업법인 등 새로운 경영체 제도 도입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기본방향이 대상으로 하는 산지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
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국공유림과 사유림을 포함하는 산지 전체
를 대상으로 하고, 네 번째 방향은 국유림, 다섯 번째 방향은 사유림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다른 분류로서 기본방향이 대상으로 하는 임업경영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다섯 가지 방향 중 세 번째 방향은 비목재 생산 임
업경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방향들은 목재생산과 비목재 생
산 임업경영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다섯 번째 방향은 경제성
있는 산림경영을 시작하기 위해 조직변경을 추진하는 육림업 경영체에 보
다 큰 의미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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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산지이용정책 하의 산지이용 증진 방안

여기서는 임정당국이 앞서 서술한 새로운 산지이용정책의 기본방향을
수용할 경우에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다섯 가지 기본방향
에 대응하는 각각의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방향에서 제시한 경제림 육성사업의 질적 심화를 추진하는데,
그것은 경제림의 개념을 목재생산과 유실수 이외에 비목재 단기임산물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변환하여 제4차 산림기본계획을 통해 조성한 경제
림 육성단지 292만 ha를 수익성 있는 임업경영지로 만드는 것이다. 즉, 기
존의 경제림 개념에는 목재생산, 유실수, 특용수, 버섯재배로 한정되었는
데, 여기에 단기임산물 전체를 경제림의 구성요소로 하는 형태로 사업내용
을 확대한다(경제림의 질적 심화).
둘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경영은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한다. 임산물 재배업에 대해 일종의 산지전용 행위에 해당하는 산
지일시사용 신고를 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보전 위주의 제도화와 목재생산
만 정상적이고, 비목재 생산은 비정상적이라는 기존 통념에 기인하는 것으
로서 새로운 산지이용 원리하에서는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비목재 생산 임업경영을 위한 산지총량 기준으로는 현재 임업진흥
권역이 전체 산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정기준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임업진흥권역은 산지 중에서 보전보다 임업적 이용을 보다 중시하는
구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권역이 전체 산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의미를
임업적 육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로 이해해서 이 비중을 비목재 생산 산지
총량의 기준으로 제안한다. 현재 임업진흥권역이 전체 산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 비목재 생산 임업경영을 항구적으
로 보장하는 임업경영특구를 설정하게 되는 경우, 구역설정 방식은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임업진흥권역 또는 경제림 단지 내의 산지 등으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유림에서도 산지의 임업적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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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의 사용허가 및 대부를 확대하도록 한다. 그런데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에 대해서 임업인과 공무원 간에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데, 임업인은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의 확대를 원하고, 공무원은 확대하
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표 4-3>. 공무원들이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를
꺼려하는 하는 이유는 대부 이후 임업인이 영속적으로 대부를 갱신하여 산
림을 다시 회수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서 계약기간을 준수하게 하고,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절차규정을 정비하도록 한다. 또한 스위스의 산지임
대차 사례처럼 국유림관리소가 사용허가(대부)계약서에 산림경영지침을
명기하여 산지이용 상의 큰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협의하게 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23 이러한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임
업인 설문과 공무원 설문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다(부록 3의 부표 18).
표 4-3.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담당 공무원
빈도

임업인

비율

빈도

비율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7

22.6

68

73.1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를 확대할 필
요가 없다

21

67.7

10

10.8

잘 모르겠다

3

9.7

14

15.1

무응답

-

-

1

1.1

31

100.0

93

100.0

합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23

이러한 절차를 도입하는 이유는 임차인의 경영행위를 제약하는 데 있지 않고,
임대인(국유림관리소)이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부담스
러워하지 않게 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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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사유림의 산림경영, 특히 육림‧벌목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소규모 산주들이 결집하여 경영체를 구성하고 경영체의 일원으로 산
림경영에 참여하는 스위스식 임업경영체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는 1990년대에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협업경영과 유사
한 형태이나, 우리의 협업경영은 그 사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해 활력을 잃
어가고 있는 시점에 있다.24 기본적으로 소규모 산주들이 독자적으로 산림
경영을 할 경우, 그 경영이 경제성을 갖기 매우 어렵다. 특히 육림업처럼
생산주기가 긴 산림경영에서는 정상적인 임업소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
문에 소규모 산주들은 산림사업에 근거하는 대리경영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산주들이 임업경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산주들이 임업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협업경영 내지
법인경영 형태인데, 스위스의 사례에서 이런 제도화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주들의 경영참여는 경영체의 영림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대리경영과 달리 산주들의 의사결정으로 비목재 임산물생산을 겸업
하거나 비목재 임산물생산으로 경영전환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재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협업경영을 재조명하여 이를 리모델링하는 방
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협업경영의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진
단하고 부족했던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새롭게 육성‧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협업경영 추진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

24

연구진이 협업경영체의 운영실태에 대해 현장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협업경영체들이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거나 점진적으로 해체되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이를 해결할 정책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
다. 협업경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협업경영체의 육성이 지역 차원
에서 산림조합의 발전과 양립하게 되거나 두 조직 간에 경쟁관계가 형성될 때
정부가 약자인 협업경영체를 지원하는 정책적･제도적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협업체가 (임업)법인으로 설
립될 수 있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부분은 농업부문에서 농업법인제도의 도입
으로 농업경영체의 육성을 지원한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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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현재와 같은 소규모 임업경영을 탈피할 수 있게 하는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협업경영을 활성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5.2%로 가장 높게 나왔다<표 4-4>.
협업경영을 리모델링할 때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임업법인
제도를 도입해서25 협업체들이 임업법인으로 법인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협업체가 임업법인이 되면 농업법인과 같은 다양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인 자격을 갖게 됨으로써 대리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대리경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리모델링하는 협업경영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
항은 임업법인제도의 도입이 된다.
표 4-4. 협업경영 추진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한때 추진했지만 실패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

9

29.0

대리경영과 더불어 산지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
안이었지만, 현실적으로 협업체와 산림조합 간의 경쟁관계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4

12.9

현재와 같은 소규모 임업경영을 탈피할 수 있게 하는 대안
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협업경영을 활성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14

45.2

기타

1

3.2

잘 모르겠다

3

9.7

31

100.0

합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리모델링하는 협업경영이 기존의 협업경영과 구별되는 차이점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25

현재도 단기임산물 생산의 경우에는 농업법인으로 설립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육림업은 농업법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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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주들이 조합원 내지 사원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법인경영체이다.
② 임업경영은 육림업을 주축으로 하거나 시발점으로 하지만, 조합원들
의 의사결정에 따라 비목재 생산 임업경영을 겸업하거나 이로 전업
할 수 있다.
③ 임업법인으로서 세제상의 혜택과 함께 대리경영의 대리경영자로서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④ 대리경영계약자를 새로운 조합원이나 임대인으로 영입하여 영림규모
를 확대할 수 있다.

3. 기존 산지이용정책 하의 산지이용 활성화 방안

여기서는 새로운 산지이용정책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 기존의 산지이
용정책 틀 내에서 제안할 수 있는 미시적 산지이용 및 임대차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취업과 재배업 등 단기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 중에서 벌채나
굴취를 하지 않아 임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임업경영에 대해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임목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임산물 재배까지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한다.
둘째,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 중 임목의 벌채 및 굴취가 수반되는 비목
재 임업경영에서도 면적 제한을 기존 3ha 미만에서 10ha 미만으로 완화토
록 한다. 단기임산물 등 비목재 임업경영이 보다 일반화될 경우, 3ha 미만
규모로 임업경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요존국유림에서도 벌채나 굴취가 없는 임업적 산지이용에 대해 국
유림 사용허가를 확대하도록 한다. 국유림의 특성을 고려하여 벌채나 굴취
가 동반되는 임업적 산지이용은 제한토록 하되, 이런 벌채나 굴취가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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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임업용 산지이용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확대하도록 한다.
넷째, 벌채나 굴취가 없는 임업경영을 위해 산지를 임차할 경우에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면제한다면, 임차인은 산지임대차계약서만으로 임야대장
에 해당 산지의 실경영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한다.

4. 산지임대차제도 정립 방안

여기서는 산지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로서 산지임대차제
도가 갖추어야 할 내용을 제시한다.

4.1. 산지이용 및 임대차를 둘러싼 여건 진단
현재 산지이용 및 임대차 실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수익성을 내는 임업
경영 차원의 산지이용이 잘 되지 않고 있고, 특히 목재생산을 하는 육림업
의 산지수요가 극히 낮은 상태에 있다. 더욱이 산지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수익성 있는 임업경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산지이용도가 낮은 상태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목
재를 생산하는 육림업과 단기임산물을 생산하는 재배업에서 산지이용 저
하의 원인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육림업에서는 낮은 수익성이 직접적이
고 가장 큰 원인이지만, 재배업에서는 산지의 이용규제가 더 큰 원인이 되
고 있다. 다시 말해 정확한 인과관계 파악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재배업에
서는 산지이용 및 임대차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산지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육림업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임대차제도를 구축할 때, 이러한 차별적 원인을 고려하는 형
태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임업경영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육림업과 재배업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는 형태로 세분화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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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인센티
브로 기능해서 산지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4.2. 산지임대차제도 구축 방향
산지임대차제도 구축의 기본방향은 산지이용의 규제를 완화해서 산지이
용 증진의 토대로 기능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제도화
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인센티브로 기능해서 산지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지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
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은 법률 위반사항이 포함되
어 있지 않는 한 그대로 추진되도록 한다.
산지임대차제도의 제도적 구성에서 쟁점은 ① 산지임대차를 계약당사자
들 간의 계약관계로만 제도화하느냐, 아니면 ② 이를 넘어서 산지임대차계
약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게 하느냐로 요약할 수 있다. 어떤 제
도적 구성을 택할 것인지는 (특정 국가의) 산지이용 및 거래 실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우리나라처럼 산지의 이용도가 낮고
산지임대차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곳에서는 산지임대차를 일종
의 규제에 해당하는 허가제나 신고제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산지임대차제도는 산지임대차계약제도로 일원화할 수 있다. 하
지만 산지임대차계약제도만으로는 산지임대차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활성화를 위해 산지임대차계약을 각종 사업신청 및 세제지원의 전
제조건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산지임대차계약제도는 일차적으로 사유림에서의 사적 계약을 전제로 제
도화를 시작하지만, 점진적으로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대부 등 국공유림의
임대차까지 이 제도 안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리경영제도도
산지임대차계약의 한 유형이 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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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산지임대차계약제도(안)
사유림 임대차의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산지임대차계약제도의 시안은 다
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26
① 산지임대차계약은 먼저 계약당사자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사항을 규정한다.
② 임대차기간 규정에서는 최소임대차기간 및 임대차 개시시기 등을 규
정한다.
- 외국의 경우 목재생산 산림임대차에서 통상 10년을 최소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목재생산 이외에 비목재 단기임산물 생
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임업경영 유형에 따라 최소임대차기간을 구
분할 필요가 있다.
- 즉, 목재생산 및 유실수‧특용수 생산은 10년을, 단기임산물 생산은
5년을 최소임대차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절차와 최소해약통지기간을 규정한다.
-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만료 시 최소해약통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
- 해약 통지 없이 계약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자동으로 연장되는 계
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중인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을 조기에 종료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이) 제시하고, 이때 최소해약통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임차료를 설정하는 방식과 임차료 지불 형태를 규정한다.
- 임차료는 임차지 전체에 대한 총액이나 단위당 크기로 설정할 수
있다.
⑤ 임차대상이 되는 임차물을 규정하고, 영림활동 결과로 부차적으로 발
생한 수확물의 귀속인이 누구인지 규정한다.

26

이 시안은 외국의 산지임대차계약제도와 우리나라 농지임대차 관련 법규를 비
교‧분석하여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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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임대인이 산지이용의 용도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산림경영지침의 내
용과 범위에 대해 규정한다.
- 산림경영지침 작성에는 계약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⑦ 임대차계약이 종결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규정한다.
⑧ 계약당사자들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절차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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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1.1. 산지이용 및 임대차 실태
국유림 임대차 실태를 보면, 요존국유림 전체에서 사용허가로 이용되는
산지면적비율이 1.8%로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임업적 이용이 없다. 제도적
으로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또는
약용수 종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국유림 대부의 경우에는 불요존국유림 중 대부로 이용되는 면
적이 비율상 낮지 않지만, 양적으로 대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다. 그중에서도 임업적으로 이용되는 대부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임업인 설문조사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유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5%만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
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대부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국유림 관리기관이
사용허가 및 대부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국유림 관리기관이 사용허가 및
대부를 꺼려하는 이유는 한 차례 대부 등이 이루어지고 나면 수허가자가
영속적으로 대부 등을 갱신하여 개인의 사유지처럼 사용하게 되며, 갱신의
거절이나 대부 등의 취소를 통해 국유림을 회수하기 힘든 데에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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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유림의 대부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유림 대부 등의 관리제도
정비와 국유림 대부 확대를 연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대리경영은 우리나라 사유림 경영의 특수한 형태로서 전체 사유림의 약
13%가 이러한 경영체계하에 놓일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
런데 임업경영 측면에서 볼 때, 대리경영은 정상적인 경영, 특히 정상적인
사적 경영이라 보기 어렵다. 대리경영은 기본적으로 자가경영으로 충분한
수익이 생기지 않고, 또한 산지를 임대하려고 해도 수익성이 낮아 이를 임
차하려는 임차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산림사업에 근거하여
타인(대리경영자)을 통해 산림을 가꾸고 목재를 생산하는 경영 형태이다.
대리경영을 위탁하는 산림소유자는 목재생산을 통해 수익을 얻겠다기보다
는 정부의 산림사업 도움으로 숲을 가꾸어 개인소유 산지의 자산가치를 유
지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다.
대리경영이 이루어지는 임업경영 현실을 살펴보면, 현재와 같은 임업소
득 수준하에서 육림‧벌목업은 경제성이 없고, 육림업에 대한 산지임차 수
요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는 산림청의 임업통계와 본 연구의 임업인 설
문조사,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일반 산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하에서 대리경영은
국가의 산림육성정책이 사유림 영역에 통용되는 특별한 메커니즘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메커니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산림소유자는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 산림이 조림‧육
림되고 목재로 생산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경영자는 대리경영임지에 투입되는 산림사업예산으로 자신의 노
력 대가를 보상받는다.
③ 국가는 대리경영(제도 및 사업)을 통해 사유림의 산림을 임업정책적
목적에 부합하게 육성할 수 있다.
한마디로 대리경영은 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육림 및 목
재생산업에 국가가 개입하여 사유림도 국유림과 같은 형태의 국가지원 산
림으로 육성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것이 대리경영을
둘러싼 본질적 메커니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대리경영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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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소유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충분한 재정적 여력이 없다.
산지이용 및 임대차 실태를 보다 직접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
여 두 가지 사례조사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그 하나는 전형적인 산촌마을
의 전 산지에 대해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지임대차
가 활성화되고 있는 모범적인 임업경영체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먼저 전형적인 산촌마을을 사례지역으로 택한 이유는 이곳의 사례가 우
리나라 산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산지이용 실태를 보
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마을(가평군 북면 화악리)의 산지임대차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하여 화악리의 전체 산주 중 국·공유림 소유자 모두를 포함
한 72명의 산주(국공유림 산주 3명, 재촌산주 52명, 부재산주 17명)에 대해
면담 및 전화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 산주는 화악리 전체
산주의 19%에 해당하고, 조사대상 면적은 화악리 전체 산지면적의 59%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조사대상 산주의 임산물 생산현황을 보면, 먼저 개인산주 69명 중 64%
에 해당하는 44명의 산주는 임업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산지를 보유만 하
고 있고, 나머지 36%에 해당하는 25명의 산주들이 잣나무･고로쇠나무･자
작나무 등 소득수종 경제림과 오미자･산양삼 등 약용작물, 더덕･취나물･표
고버섯 등을 생산하는 재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임업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산주들의 산지 중에는 대리경영계약이 체결된 곳도 있었으
나, 산주들은 이를 실제적인 임업경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이 된 국‧공유림 및 사유림 산지에 대한 임대차 조사결과를 보
면, 화악리의 산지임대차는 도유림 일부와 사유림 2곳에서 이루어지고 있
었는데, 도유림에는 4명, 사유림에는 2명의 임차인이 있었다. 임차면적은
2

도유림 0.6ha, 사유림 4.3ha로 나타났고, 임차료는 도유림에서 m 당 평균
265원이고, 개인산지에서는 2건 모두 친인척 간 거래로 임차료를 받지 않
는 사용대차 관계에 있었다. 임차지의 임업경영은 모두 재배업으로 조사되
었다.
화악리 마을 사례조사는 전형적인 산촌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산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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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를 조사한 것으로서 － 비록 사례연구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 우
리나라 산지이용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산지를 소유한 산주들의 행
태를 보면, 산주들은 산지의 육림업적 이용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해 실제로도 산지이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음으로 산지임대차가 활성화되고 있는 개별 사례분석을 통해 산지임
대차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필요충분 조건이 무엇이며, 이런 성공적 사
례를 확산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례대상 경영체는 평창군 봉평면에 소재해 있는 산양삼 재배업체로 영
림조직은 영농조합법인 형태를 택하고 있었으나, 실제 경영은 경영주 단독
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산양삼을 재배하는 산지는 총 32ha(국유림 10ha, 군
유림 10ha, 사유림 12ha)인데, 모두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국유림과
군유림은 사용허가 및 일시사용신고 절차를 거쳐 임차하였고, 4명의 산주
를 임대인으로 두고 있는 사유림은 원칙적으로 산주들이 산양삼 재배를 위
한 산림경영계획 제출과 일시사용신고를 해야 적법한 임대차가 되지만, 산
주들이 이를 꺼려해서 개인들 간의 임대차계약만으로 임차하고 있었다.
국유림과 군유림의 임대차기간은 국유림 사용허가 규정에 준하여 최초
5년으로 하고 이를 다시 5년씩 연장하는 형태를 택했고, 사유림은 임차기
간을 10년으로 하고, 이를 다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계약을 했다.
여기에 더하여 사유림 임대차계약에서는 특약조항으로 임대차기간 중 특
별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경우 적어도 2년 전
에 이를 상대방에 통지해주는 해약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임차료는 국유
림과 군유림에서는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에 준하여 공시지가의 1%로 했
다. 사유림의 임차료는 평당(3.3m2당) 150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산양삼 재
배 경영체의 임업소득은 자가노동비를 포함하는 경우, 적어도 연간 2억 원
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례대상 경영체는 산지를 임차하여 성공적으로 임업경영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했는데, 성공의 주된 이유는 비목재 재배용 임산물 생산
과 산지임대차 가능에 있었다. 사례대상 경영체가 산지임대차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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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산양삼 재배처럼 벌채가 없어 육림에 지장을 주
지 않는 재배업과 채취업에 대해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임업경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원활한
산지임대차를 방해할 뿐 아니라, 임차인이 경작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대상 경영체의 임대차계약 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합리적인 산지임대차 관계를 보장하는 임대차계약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례대상의 임대차계약에서는 상호 간의 특약으로 최소 2년의 해
약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지만, 이런 특약을 규정하지 않았거나 불합리한 해
약 유예기간 설정으로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임대차계약 사항 중 필수요건에 대해서는 이를 보
장하고 또한 명확히 하는 제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2. 국내외 관련 제도 비교분석
1.2.1. 스위스의 산지이용 및 임대차제도
산지이용 및 임대차와 관련한 외국의 제도 분석은 스위스를 대상으로 하
였는데, 그 이유는 스위스가 산주 1인당 소유규모가 약 5ha로서 우리나라
와 유사한 소규모 산지소유를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규모 소유
구조를 뛰어넘는 대규모 산지이용구조를 확립했기 때문이다.
스위스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은 우리나라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비전과
같이 ‘지속가능한 산림’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산림의 3
대 축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산림경영에 대한 경제성 부문이다. 현
재 스위스의 주업임업경영체는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를 해
소하고 임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임업경영체들 간의 협업경
영이 장려되고 있다.
산지소유 구조를 보면, 전체 산주의 97%에 해당하는 사유림 산주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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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산지의 29%를 소유하고, 전체 산주의 3%에 해당하는 국공유림 소유자
가 71%의 산지를 소유하고 있다. 사유림 산주는 거의 대부분 50ha 미만의
산지를 소유하고 평균 소유면적이 1.4ha에 불과하다.
이런 소유구조하에 산지소유자들이 임업경영체와 관계를 맺는 형태는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산지를 임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지를 토지
자본으로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스위스에서 산지임대차와 산
지출자는 주로 국공유림에서 이루어지는데, 국공유림의 소유자, 즉 국가와
지자체들은 산지이용에 대한 사용료보다 산림이 지속가능한 산림정책에
부합되게 조성되고 이용되는 데에 더 큰 관심이 있다. 다시 말해, 산림의
경제성뿐 아니라 사회성과 생태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국공유림의 산주들은 산림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산지공급 형태를 선호한다.
사유림의 경우에도 산지공급 형태는 산지임대차와 산지출자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사유림에서 산지공급 형태의 차이와 산지공급의 동인은
국공유림에서처럼 지속가능한 산림의 사회성 및 생태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산주의 경제적 이해에 따른다. 즉, 임차료 수입과 배당수익의 유리
성에 따른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림 산주들은 산지이용 형
태의 변경과 협업경영을 통한 경영체 조직 변경 등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출자 형태를 택했을 때뿐
아니라 산지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도 산주의 동의를 구하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스위스의 산림경영에서는 산주들이 임업경영체의 구성원의 일
부로 기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산지임대차는 부차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지임대차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산주가 산림경영의 중
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형태를 택하고 있다.
스위스 사례 분석이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사유림이
소규모 소유구조하에 있다는 유사성과 국공유림이 사유림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소유구조와 확연하게 다른 이용구조를 확립
했다는 점에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산지소유와 확연히 구별되
는 이용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산주와 임업경영체 간의 개념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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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스위스 사례
를 보다 상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스위스는 임업정책에서 산지이용정책을 다른 정책보다 우선시한
다. 이는 스위스가 임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지속가능한 산림 운영으로 하지
만, 경제성 확보를 최우선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
산적 산지에 속하는 거의 모든 국유림을 임업경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다. 다만 지속가능성의 다른 요소인 사회성과 생태성을 담보하기 위해 산
주인 국가와 지자체가 개별 경영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스위스는 소규모 산지소유 구조 기반 위에 소규모 소유를 일정 규
모 이상의 임업경영체로 조직화했다. 여기서 소규모 소유구조를 대규모 경
영구조로 변환시키는 매개물이 협업경영 및 법인경영으로의 조직화였다.
다시 말해 스위스에서 임업경영체 수는 산주 수의 1/100에 불과한데, 이것
은 많은 산주들이 임업경영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협업체 또는 법인체 구
성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산주들은 임업경영체의 경영이사회
또는 감독이사회의 이사 혹은 임대인 자격으로 산림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셋째, 경영조직의 협업화는 경영체를 처음 설립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체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경영체와의 협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른 경영체와의 협업의 최종단계는 협업경영체들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 임업경영의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스위스는 토지 특성상 산지에 속하는 알프스 방목지대의 토지도
농업적 및 축산업적 활용을 이유로 농지로 분류하여 이용하게 하고 있다.
즉, 농지와 산지의 구분에서 토지의 수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란 측면
이 고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지 구분 및 활용에서도 토지의 수요와 효
율적 이용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목재생산과 비목재 임산
물 생산에 대한 산지수요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을 고려할 때, 어떠한
산지용도의 배분이 가장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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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농지임대차제도와 비교분석
산지이용 및 임대차제도와 제도상으로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내 제
도는 농지임대차제도가 된다. 따라서 산지임대차제도의 구축을 위해 농지
임대차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지임대차
현실을 규율하는 법질서로서 농지임대차제도가 갖는 기능과 한계를 분석
함으로써 산지이용을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산지임대차제도가 담아야 할
내용과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분석적 의의가 있다.
현행 농지임대차제도의 제도적 한계는 농지이용의 현실을 규율하기에
지나치게 약하게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농지이용의 현실은 임대차 농
지의 비중이 전체 농지의 약 48%를 차지하고 임차농가의 비율이 60% 이
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농지임대차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비정상적’
농지이용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이는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적용에 그 원인이 있다. 경자유전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허용된 농지임대차
를 체계적으로 관리‧규율하는 법령의 제정과 관리제도의 구축이 필요했지
만, 불완전한 형태의 제도 구축에 머물고 말았다. 따라서 농지임대차제도
에서는 무엇보다 농지임대차계약제도를 완결된 체계로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농지제도 관리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불법적 농지임대차는
불법적 농지소유의 현상 형태이다. 이것은 농지임대차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농지임대차의 명확한 기준 제시로 불법적 농지소
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책사업에 의한 농지임대차와 사적 계약에 의한
농지임대차가 서로 분리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농지임대차 관리 차원
에서 두 가지 유형의 농지임대차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모
색이 필요하다.
산지임대차제도는 농지임대차제도와 차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것은 농지를 이용하는 현실과 산지를 이용하는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농지의 경우 임대차는 전체 농지의 거의 절반 정도가 임대차 관계하에 놓
일 정도로 일반적이지만, 산지의 경우 전반적으로 임대차되는 산지의 비율
이 낮고, 특히 목재생산을 하는 육림업은 산지임대차가 거의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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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임대차제도가 갖는 기본방향도 다르게 나타
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은 농지임대차제도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
지이용 질서가 확립되는 데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적 성격을 갖는 데
에 비해, 산지임대차제도는 산지이용 증진을 뒷받침하는 토대로 기능해야
하는 규제완화적 성격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농지임대차제도가 제도로서 갖는 한계점을 후발주자 상태에 있는
산지임대차제도가 답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수립단계부터 완결
된 체계를 지향하는 목표를 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추진체계를 갖출 필
요가 있다. 산지임대차 내용 중에는 무엇보다 산지임대차계약 부분을 완결
된 체계로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유형의 산지임대차제도, 즉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와 대리경영과의 관계 설정에서는 먼저 구축을 계획하는 산지임대
차제도가 산지임대차 일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게 하고, 국유림
대부 등과 대리경영은 특수한 산지임대차로 관계설정을 하되, 중장기적으
로는 특수한 산지임대차제도들을 폐지하고 일반적 산지임대차제도로 통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산지이용 증진 및 임대차 활성화 방안
1.3.1. 산지이용정책 평가
1973년부터 1987년까지 시행된 제1차 및 제2차 치산녹화계획을 통해 국
토녹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 즉, 치산녹화를 위한 조림은 계획기간
보다 앞당겨 달성하게 되었다. 1988년부터 시작한 제3차 산림기본계획도
기본목표가 제1차 및 제2차 치산녹화계획을 통해 조성한 산림을 키우는
육림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1998년부터 시행된 제4차 산림기본계획 단계부터는 산림경영,
즉 육림업의 경제성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치산녹화 시기와 육림의

80 요약 및 결론
초기 단계에는 국가주도의 산림정책이 무엇보다 우선했기 때문에 사유림
경영의 경제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산업으로서의 임업을 육성해야
하는 제4차 계획 시기부터는 사유림 경영을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높아졌
다. 이에 따라 산업으로서의 임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림 육성을 추진하
고, 산림경영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업경영과 대리경영 형태의 사유
림 경영방식 개선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런데 엄밀하게 평가해서, 제4차 산림기본계획 기간에 수립한 임정의
방향과 이를 제도화한 조치 및 사업들은 큰 흐름에서 올바른 것이었다 할
수 있다. 먼저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서 산림경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것이 산림을 경제림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경제림 개념에는
목재생산 이외의 유실수 생산과 단기임산물 생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사
유림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한 협업경영과 대리경영도 기본
취지가 수익성이 낮은 임업경영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도
도입 자체는 올바른 방향에 입각해 있었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들이 임업의 산업정책적 기조 및 산림경영정책의 기
본 틀로서 일관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데 있다. 제4차 산
림기본계획의 수정은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가 원인이 되어 임업경영
에도 경제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임업경영의 경제
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어서 등장
한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에서는 임업경영의 경제성에 대한 강
조가 사라지고, 다시 산림의 지속가능성이란 명제하에 산림의 세 가지 범
주, 즉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로 목표가 변경
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산림기본계획의 기
본방향 및 목표로 삼았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임업경영의 경제
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목표체계로 이행해 버렸다는 데에 있다.
이 결과 제4차 기본계획 후반기에 추진되었던 임업경영의 경제성 확보 시
책들은 그 동력을 잃어버리고, 다양한 산림사업들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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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새로운 산지이용정책의 방향과 대안
오늘날 자원으로서 산림에 대한 정책은 거의 모든 선진국들에서 동일하
거나 유사한 기본방향을 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가 된다. 이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산림의 기능들
을 고려할 때,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이를 유지‧보전하며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또는 생태성)이라는 세 가
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목표달성도 측면에서 달성하기 가장 어
려운 것이 경제성이다. 그렇지만 이 경제성이 지속가능성을 지지하는 토대
이자 견인하는 동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속가능
성은 단기적으로 (공공부문의 보조로) 가능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유지
되기 어렵다. 따라서 산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임업정책의 최상위목표로
할 때, 먼저 달성해야 하는 것이 임업경영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원리는 우선 기존의 산림보존 위주로 구성된 법
‧제도들을 임업경영의 경제성을 높이는 정책 및 사업들과 조정‧조율해서
균형 잡힌 새로운 체제로 변환하는 것이다. 다음은 임업경영 내에서 임목
및 목재생산 위주로 구성된 기존의 제도와 정책들을 목재생산과 비목재 임
산물 생산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체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임업경영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시
행 중인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일정한 정도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되어 추
진되어야 할 산림경영 및 산지이용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경영정책의 기본틀로서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서 강조되었던
경제림 육성시책을 질적으로 심화‧발전시킨다.
둘째, 산지의 임업적 활용을 제약하는 산지보전 차원의 규제를 완화하는
원칙 및 기준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 산지는 보전
보다 임업적 이용을 우선으로 하고, 공익용 산지는 임업적 이용보다 보전
을 우선하게 한다.
셋째, 전체 산지 중에서 비목재생산 임업경영을 (산지일시사용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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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산지의 총량을 설정토록 한다. 여기서 비목재
생산 산지총량은 산림의 사회성 및 환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임목면적 크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넷째, 보전 위주로 관리되는 기존의 국유림 운영에 있어서도 임업적 이
용을 확대하도록 한다. 이는 국유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존국유림 또한
임업용 산지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임업경영의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체 유형
내지 경영조직을 발굴하여 이를 장려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여기
에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협업경영과 대리경영을 새로운 콘셉트로 리모델
링한 것이나 임업법인 등 새로운 경영체 제도 도입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임정당국이 앞서 서술한 새로운 산지이용정책의 기본방향을
수용할 경우에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다섯 가지 기본방향
에 대응하는 각각의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방향에서 제시한 경제림 육성사업의 질적 심화를 추진하는데,
그것은 경제림의 개념을 목재생산과 유실수 이외에 비목재 단기임산물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변환하여 제4차 산림기본계획을 통해 조성한 경제
림 육성단지 292만 ha를 수익성 있는 임업경영지로 만드는 것이다. 즉, 기
존의 경제림 개념에는 목재생산, 유실수, 특용수, 버섯재배로 한정되었는
데, 여기에 단기임산물 전체를 경제림의 구성요소로 하는 형태로 사업내용
을 확대한다(경제림의 질적 심화).
둘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경영은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한다. 임산물 재배업에 대해 일종의 산지전용 행위에 해당하는 산
지일시사용 신고를 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보전 위주의 제도화와 목재생산
만 정상적이고, 비목재 생산은 비정상적이라는 기존 통념에 기인하는 것으
로서 새로운 산지이용 원리하에서는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비목재생산 임업경영을 위한 산지총량 기준으로는 현재 임업진흥
권역이 전체 산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정기준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임업진흥권역은 산지 중에서 보전보다 임업적 이용을 보다 중시하는
구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권역이 전체 산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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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적 육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로 이해해서 이 비중을 비목재생산 산지총
량의 기준으로 제안한다. 현재 임업진흥권역이 전체 산지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약 20%가 된다.
넷째, 국유림에서도 산지의 임업적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국
유림의 사용허가 및 대부를 확대하도록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먼저 국
유림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서 계약기간을 준수하게 하고, 갱신횟수를 제한
하는 절차규정을 정비하도록 한다. 또한 스위스의 산지임대차 사례처럼 국
유림관리소가 사용허가(대부)계약서에 산림경영지침을 명기하여 산지이용
상의 큰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협의하게 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유림의 산림경영, 특히 육림‧벌목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소규모 산주들이 결집하여 경영체를 구성하고 경영체의 일원으로 산
림경영에 참여하는 스위스식 임업경영체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산주들이 임업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협업경영 내지 법
인경영 형태인데, 스위스의 사례에서 이런 제도화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주들의 경영참여는 경영체의 영림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대리경영과 달리 산주들의 의사결정으로 비목재 임산물생산을 겸업
하거나 비목재 임산물생산으로 경영전환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재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협업경영을 재조명하여 이를 리모델링하는 방
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리모델링하는 협업경영이 기존의 협업경영
과 구별되는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산주들이 조합원 내지 사원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법인경영체이다.
② 임업경영은 육림업을 주축으로 하거나 시발점으로 하지만, 조합원들
의 의사결정에 따라 비목재 생산 임업경영을 겸업하거나 이로 전업
할 수 있다.
③ 임업법인으로서 세제상의 혜택과 함께 대리경영의 대리경영자로서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④ 대리경영계약자를 새로운 조합원이나 임대인으로 영입하여 영림규모
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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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기존의 산지이용정책하의 개선방안
여기서는 새로운 산지이용정책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 기존의 산지이
용정책 틀 내에서 제안할 수 있는 미시적 산지이용 및 임대차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취업과 재배업 등 단기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 중에서 벌채나
굴취를 하지 않아 임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임업경영에 대해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임목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임산물 재배까지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한다.
둘째,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 중 임목의 벌채 및 굴취가 수반되는 비목
재 임업경영에서도 면적 제한을 기존 3ha 미만에서 10ha 미만으로 완화토
록 한다. 단기임산물 등 비목재 임업경영이 보다 일반화될 경우, 3ha 미만
규모로 임업경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요존국유림에서도 벌채나 굴취가 없는 임업적 산지이용에 대해 국
유림 사용허가를 확대하도록 한다. 국유림의 특성을 고려하여 벌채나 굴취
가 동반되는 임업적 산지이용은 제한토록 하되, 이런 벌채나 굴취가 동반
되지 않는 임업용 산지이용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확대하도록 한다.
넷째, 벌채나 굴취가 없는 임업경영을 위해 산지를 임차할 경우에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면제한다면, 임차인은 산지임대차계약서만으로 임야대장
에 해당 산지의 실경영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한다.

1.3.4. 산지임대차제도 정립방안
현재 산지이용 및 임대차 실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수익성을 내는 임업
경영 차원의 산지이용이 잘 되지 않고 있고, 특히 목재생산을 하는 육림업
의 산지수요가 극히 낮은 상태에 있다. 더욱이 산지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수익성 있는 임업경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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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반적으로 산지이용도가 낮은 상태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목재
를 생산하는 육림업과 단기임산물을 생산하는 재배업에서 산지이용 저하
의 원인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육림업에서는 낮은 수익성이 직접적이고
가장 큰 원인이지만, 재배업에서는 산지의 이용규제가 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정확한 인과관계 파악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재배업에서는
산지이용 및 임대차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산지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육림업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임대차제도를 구축할 때, 이러한 차별적 원인을 고려하는 형
태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임업경영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육림업과 재배업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는 형태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인센티
브로 기능해서 산지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산지임대차제도 구축의 기본방향은 산지이용의 규제를 완화해서 산지이
용 증진의 토대로 기능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제도화
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인센티브로 기능해서 산지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지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
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은 법률 위반사항이 포함되
어 있지 않는 한 그대로 추진되도록 한다.
산지임대차제도의 제도적 구성에서 쟁점은 ① 산지임대차를 계약당사자
들 간의 계약관계로만 제도화하느냐, 아니면 ② 이를 넘어서 산지임대차계
약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게 하느냐로 요약할 수 있다. 어떤 제
도적 구성을 택할 것인지는 (특정 국가의) 산지이용 및 거래 실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산지의 이용도가 낮고 산지임대차
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곳에서는 산지임대차를 일종의 규제에 해
당하는 허가제나 신고제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산지임대차제도
는 산지임대차계약제도로 일원화할 수 있다. 하지만 산지임대차계약제도만
으로는 산지임대차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활성화를 위해 산지
임대차계약을 각종 사업신청 및 세제지원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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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임대차계약제도는 일차적으로 사유림에서의 사적 계약을 전제로 제
도화를 시작하지만, 점진적으로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대부 등 국공유림의
임대차까지 이 제도 안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리경영제도도
산지임대차계약의 한 유형이 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한다.

2. 결론

1950년부터 3년간의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고, 전후 에너지 자원의
부족으로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함에 따라 1950년대와 1960년대 우리나라
산림은 대부분 민둥산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70년대 초부터
치산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을 조성하였고, 식재된 산림의 훼손을 엄격
히 제한하는 산림보전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임업정책은 국유림뿐 아
니라 사유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산지 전체는
이용보다는 보전이 우선시되는 정책기조하에 놓이게 되었다. 보전 위주의
임업정책에 대한 문제 인식은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영역별로
는 사유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치산녹화 시기와 육림의 초기
단계에는 산림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임목의 생육주기상으로 경영의
성과를 논할 단계가 아니었지만, 제4차 산림기본계획 시기부터는 산업으로
서의 임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사유림 부문에서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시기에 경제성 있는 수종 전환을 위해 경제림
육성을 추진하고, 사유림 경영형태의 개선을 위해 협업경영과 대리경영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갖는 현행 임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전 위주의 정책
기조가 아직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는 점과 기존에 도입되었던 산
림경영 관련 정책방안들, 특히 사유림 경영 관련 정책방안들이 철두철미하
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 현행 제5차
산림기본계획이 비전으로 삼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달성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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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림
경영의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임업정
책의 근본기조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수정하고, 여
기에 입각한 산지이용 및 산림경영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수정되어야 할 임업정책의 근본기조는 첫째, 보전 위주의 산림 및 산지
정책을 임업적 이용 위주의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전은 지
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성과 환경성을 유지하는
차원에 머무르게 할 필요가 있다. 산지이용의 원칙에서는 임업용 산지는
임업적 이용이 보전보다 앞서게 하고, 공익용 산지에서는 보전이 이용보다
앞서게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임업경영에서 목재생산 육림업과 비목재 임산물 재배업 간의 차별
을 없애도록 한다. 목재생산만 정상적이고, 비목재 생산은 비정상적이라는
기존 통념을 수정하여 육림업과 임산물 재배업 모두 동등한 임업경영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변화된 기조 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산지이용정책의 방향은 산지
의 임업적 활용을 제약하는 산지보전 차원의 규제와 육림업 위주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규제 완화의 대상은 사유림뿐 아니라 국유림까지
포함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산지이용정책은 이러한 소극적 규제 완화 차원을 넘어
서 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과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전체 산지 중에서 비목재 생산 임업경영을
위한 산지를 총량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는 지속가능한 산림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임목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다른 하나는 소규모 소유구조를 대규모 경영구조로 변환할 수 있
는 산지이용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스위스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주들을 경영체의 일원으로 하는 협업경영의 형태나 산주
들을 임대인 자격으로 임업경영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산지임대
차제도 등이 주요 시사점이 된다. 그런데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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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보다 세밀한 여건 분석과 시나리오별 도입방안 분석이 필요하다 판단
되며, 이런 점에서 여기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부록 1

산지이용 실태에 대한 산주 및 임업인 설문조사표

■ 인적 사항 및 기본 현황
1. 선생님은 자신이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독림가

② 임업인후계자

③ 일반 임업인

④ 일반 산주

2. 연령

만 ________ 세

3. 소유 또는 임업경영을 하는 산지의 소재지(시‧군)에 거주하십니까?
① 예(소재 산주 또는 임업인)
② 아니요(부재 산주 또는 임업인)
③ 잘 모르겠다
■ 산지소유 관련 설문
4. 소유하고 있는 산지의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소유면적이 없다

② 1ha 미만

③ 1ha～5ha 미만

④ 5ha～10ha 미만

⑤ 10ha～30ha 미만

⑥ 30ha 이상

5. 선생님은 산지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셨습니까?
① 상속

② 매입(☞ 문항 5-1 응답)

③ 증여

④ 기타

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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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선생님이 산지를 구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매입자만 응답)
① 휴양‧별장 등 전원생활을 위해
② 부동산 투자를 위해
③ 목재 또는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을 위해
④ 가족묘 등을 위한 공간을 위해
⑤ 나무 식재를 위해
⑥ 기타(

)

⑦ 잘 모르겠다
6. 선생님이 산지(산림)를 보유하신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① 5년 미만

② 5～10년 이내

③ 10～20년 이내

④ 20년 이상

⑤ 잘 모르겠다
7. 산지(산림)를 추가로 매입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① 의사가 있다

② 의사가 없다

■ 임업경영 관련 설문
8. 임업경영의 주된 유형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① 육림업

② 벌목업

③ 양묘업

④ 채취업

⑤ 재배업

⑥ 혼합형 겸업

⑦ 임업경영을 하지 않는다(휴경)
⑧ 잘 모르겠다
9. 선생님이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직접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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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행 작성하였다
③ 작성한 경험이 없다
④ 잘 모르겠다
10. 선생님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에서 지난 10년 동안 임업경영을 통해 소
득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경험이 있다(☞ 문항 10-1 응답)

② 경험이 없다

10-1. 연간 평균임업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임업소득자만 응답)
① 120만 원 미만
② 120만～300만 원 미만
③ 300만～500만 원 미만
④ 500만～1,000만 원 미만
⑤ 1,000만～2,000만 원 미만
⑥ 2,000만～5,000만 원 미만
⑦ 5,000만 원 이상
11. 임업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정책방안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 생각하십니까?(2가지까지 선택 가능)
① 대리경영사업을 확대한다
② 협업경영을 육성하고 협업체를 임업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한다
③ 육림업을 재배업과 양묘법 등 비목재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
한다
④ 산지이용에 있어서 산주와 임업인이 산지를 임업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⑤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를 확대한다
⑥ 기타(
⑦ 잘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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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 관련 설문
12. 산지(산림)의 이용방식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본인이 직접 경영한다(자가경영)
일부는 본인이, 일부는 타인이 경영한다
전부 타인이 경영한다(대리경영, 임대 포함)
임업경영을 하지 않는다(휴경)
잘 모르겠다

13. 임업경영을 위해 산지를 임대차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임차한(빌린) 적이 있다(☞ 문항 13-1, 13-2, 13-3 응답)
② 임대한(대여한) 적이 있다(☞ 문항 13-1, 13-2, 13-3 응답)
③ 임대차한 적이 없다
13-1. 산지를 임대차했을 때 처음 임대차계약기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

)년

(임대차인 응답)

13-2. 실제 임대차기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

)년

(임대차인 응답)

13-3. 산지를 임대차했을 때 연간 임차료는 얼마였습니까?
평당 (

)원

(임대차인 응답)

14. 산지임대차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
십니까?(2가지까지 선택 가능)
① 임업경영의 수익성이 낮아서
② 임차인이 부족해서
③ 산주가 산지를 임업경영대상이 아니라 토지자산으로 인식하고 있
기 때문에
④ 산지를 목재생산 이외의 다른 임산물 생산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
해 규제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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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⑥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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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대리경영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까?
① 산주로서 대리경영 위탁을 체결한 적이 있다
② 대리경영자로서 산림사업을 대행한 적이 있다
③ 대리경영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16. 대리경영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1가지만 선택)
① 우리나라 산림육성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초가 되는 경영제도이다
② 한편으로 부재산주의 산림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대리경영하
는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좋은 제도이다
③ 목재 및 벌목업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산림사업을 통해 이를 보
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이지만, 수익성에 따라 임업생산이 이
루어지는 시장원리를 왜곡한다
④ 산주들이 임업경영에 대해 신경쓰지 않게 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⑤ 기타(

)

■ 국가시책 관련 설문
17. 선생님은 국유림 대부 혹은 사용허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
②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8.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
③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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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유림관리소에서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를 꺼려하는 것은 한 번
대부 등이 이루어지고 나면 수허가자(임업인)가 영속적으로 대부 등을
갱신하여 개인의 사유지처럼 사용하게 되고 갱신의 거절이나 대부 취
소 등을 통해 국유림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을 준수하게 하고,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규
정을 만든다
② 임업용 대부지에는 단기소득임산물 등 비목재 생산만 하게 하고
대부기간을 1회 5년으로 한정한다
③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④ 기타(

)

⑤ 잘 모르겠다
20.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임업생산정책은 목재생산 위주로 구성되어 대부
분의 산지가 육림과 조림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생산은
수익성이 낮아 정부의 지원 없이 산림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산지
이용에 대한 수요도 낮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지이
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목재생산 위주 생산체계에서 단기소
득임산물을 포함한 수익성이 높은 비목재 생산에 지금보다 더 큰 중점
을 두는 생산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성이 높은 비목재 생산에 지금보다 더 큰 중점을 두는 생산체계
로의 전환이)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럴 필요 없다
⑤ 현재의 경제림 육성정책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반대한다

부록 2

산지이용 실태에 대한 산림청 공무원 설문조사표

■ 인적 사항 및 기본 현황
1. 선생님의 현재 소속은 어디십니까?
① 산림청 본청

② 지방산림청

③ 국유림 관리소

④ 기타

2. 산림청에 근무하신 지 몇 년이 되십니까?

__________년

■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 관련 설문
3. 선생님은 국유림 대부 혹은 사용허가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②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다
③ 기타(

)

4.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
③ 잘 모르겠다
5. 국유림관리소에서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를 꺼려하는 것은 한 번
대부 등이 이루어지고 나면 수허가자(임업인)가 영속적으로 대부 등을
갱신하여 개인의 사유지처럼 사용하게 되고 갱신의 거절이나 대부 취소
등을 통해 국유림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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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을 준수하게 하고,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규
정을 만든다
② 임업용 대부지에는 단기소득임산물 등 비목재 생산만 하게 하고
대부기간을 1회 5년으로 한정한다
③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④ 기타(

)

⑤ 잘 모르겠다
■ 사유림의 산지이용 관련 설문
6. 사유림의 산지이용에서 가장 주된 형태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자가경영
② 대리경영
③ 협업경영
④ 산지임대차
⑤ 기타(

)

⑥ 잘 모르겠다
7. 산지임대차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십
니까?(2가지까지 선택 가능)
① 임업경영의 수익성이 낮아서
② 임차인이 부족해서
③ 산주가 산지를 임업경영대상이 아니라 토지자산으로 인식하고 있
기 때문에
④ 산지를 목재생산 이외의 다른 임산물 생산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
해 규제가 있어서
⑤ 기타(
⑥ 잘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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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리경영(사업)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대리경영(사업)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② 대리경영(사업)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다
③ 기타(

)

9. 대리경영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1가지만 선택)
① 우리나라 산림육성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초가 되는 경영제도이다
② 한편으로 부재산주의 산림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대리경영하
는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좋은 제도이다
③ 목재 및 벌목업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산림사업을 통해 이를 보
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이지만, 수익성에 따라 임업생산이 이
루어지는 시장원리를 왜곡한다
④ 산주들이 임업경영에 대해 신경쓰지 않게 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⑤ 기타(

)

10. 협업경영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협업경영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② 협업경영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다
③ 기타(

)

11. 협업경영 추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1가지만 선택)
① 한때 추진했지만 실패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
② 대리경영과 더불어 산지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었
지만, 현실적으로 협업체와 산림조합 간의 경쟁관계 때문에 성공
하지 못했다
③ 현재와 같은 소규모 임업경영을 탈피할 수 있게 하는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협업경영을 활성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④ 기타(
⑤ 잘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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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 관련 임업정책 설문
12. 임업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정책방안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 생각하십니까?(2가지까지 선택 가능)
① 대리경영사업을 확대한다
② 협업경영을 육성하고 협업체를 임업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한다
③ 육림업을 재배업과 양묘업 등 비목재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
한다
④ 산지이용에 있어서 산주와 임업인이 산지를 임업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⑤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를 확대한다
⑥ 기타(

)

⑦ 잘 모르겠다
13.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임업생산정책은 목재생산 위주로 구성되어 대부
분의 산지가 육림과 조림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생산은
수익성이 낮아 정부의 지원 없이 산림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산지
이용에 대한 수요도 낮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지이
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목재생산 위주 생산체계에서 단기소
득임산물을 포함한 수익성이 높은 비목재 생산에 지금보다 더 큰 중점
을 두는 생산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성이 높은 비목재 생산에 지금보다 더 큰 중점을 두는 생산체계
로의 전환)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럴 필요 없다
⑤ 현재의 경제림 육성정책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반대한다

부록 3

임업인 및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1.1. 임업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14. 8. 21. ~ 9. 20.
○ 분석방법: 제표분석, 교차분석, 다중응답분석
- 조사대상:
․농업관측센터 산림표본 농가 150명 우편조사, 경북 포항 임업경영인
100명 방문조사 실시
․본 조사는 총 123명이 회신하였으나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유효한 응
답자 9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조사내용: 산지소유, 임업경영, 산지이용, 국가시책에 대한 현황 및 문
제점 등 임업경영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산주들의 의견 수렴

1.2.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14. 9. 15. ~ 10. 10.
○ 분석방법: 제표분석, 교차분석, 다중응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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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산림청 및 전국 국유림관리소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 대상
․총 100명에게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회신한 32명 중 유
효한 응답자 3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조사내용: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 사유림의 산지이용, 산지이용 관련
임업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2. 임업인(단독) 설문조사 결과

2.1 응답자 일반특성

부표1. 설문 응답자 일반현황: 소속, 연령, 거주지
단위: 명, 연령, %

소속
독림가
임업인후계자
일반 임업인
일반 산주
합계

빈도
33
42
12
6
93

비율
35.5
45.2
12.9
6.5
100.0

연령(세)
응답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92

30.0

75.0

56.9

9.3

거주지 구분

빈도

비율

소재 산주 또는 임업인

80

86.0

부재 산주 또는 임업인

12

12.9

1

1.1

93

100.0

잘 모르겠다
합계
주: 연령의 경우 무응답 1명.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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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지소유 실태 조사 결과

부표2. 평균 소유 산지면적: 교차분석
단위: 명

면적
구분

독림가
임업인
소
속

후계자
일반
임업인
일반
산주
전체

빈도
전체 %
빈도
전체 %
빈도
전체 %
빈도
전체 %
빈도
전체 %

소유
면적
없다
1
1.1%
1
1.1%
0
0%
0
0%
2
2.2%

1ha
미만
1
1.1%
1
1.1%
4
4.3%
1
1.1%
7
7.5%

1～5ha 5～10ha 10～30ha
미만
미만
미만
2
2.2%
5
5.4%
4
4.3%
3
3.2%
14
15.1%

1
1.1%
16
17.2%
1
1.1%
2
2.2%
20
21.5%

8
8.6%
11
11.8%
1
1.1%
0
0%
20
21.5%

30ha
이상

전체

20
21.5%
8
8.6%
2
2.2%
0
0%
30
32.3%

33
35.5%
42
45.2%
12
12.9%
6
6.5%
93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부표3. 산지 소유하게 된 경로 및 소유동기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상속

18

19.4

매입

53

57.0

증여

6

6.5

기타

8

8.6

무응답

8

8.6

93

100.0

합계

소유동기
휴양, 별장 등 전원생활을
위해
부동산 투자를 위해
목재 또는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을 위해
가족묘 등을 위한 공간을
위해
나무 식재를 위해
기타
잘 모르겠다
무응답
합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빈도

비율

5

5.4

1

1.1

32

34.4

1

1.1

11
12
2
29
93

11.8
12.9
2.2
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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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4. 산지 보유기간: 교차분석결과
단위: 명

보유기간
구분

5년 미만
빈도

독림가

소

전체 %

임업인

빈도

후계자

전체 %

속

일반

빈도

임업인

전체 %

일반

빈도

산주

전체 %
빈도

전체

전체 %

5～10년
이내

10～20년
이내

20년 이상

전체

1

5

9

17

32

1.1%

5.4%

9.8%

18.5%

34.8%

9

17

7

9

42

9.8%

18.5%

7.6%

9.8%

45.7%

1

3

3

5

12

1.1%

3.3%

3.3%

5.4%

13.0%

1

1

1

3

6

1.1%

1.1%

1.1%

3.3%

6.5%

12

26

20

34

92

13.0%

28.3%

21.7%

37.0%

100.0%

주: 무응답 제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부표5. 산주들의 추가 산지 매입의사: 교차분석결과
단위: 명

매입의사

구분
독림가
임업인후계자
소속
일반 임업인
일반 산주
전체

빈도
전체 %
빈도
전체 %
빈도
전체 %
빈도
전체 %
빈도
전체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전체

의사가 있다

의사가 없다

26

7

33

28.0%

7.5%

35.5%

35

7

42

37.6%

7.5%

45.2%

9

3

12

9.7%

3.2%

12.9%

3

3

6

3.2%

3.2%

6.5%

73

20

93

78.5%

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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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업경영 실태 조사 결과
부표6. 임업경영 유형
단위: 명, %

임업유형
육림업
벌목업
채취업
재배업
혼합형 겸업
임업경영을 하지 않는다(휴경)
잘 모르겠다
무응답
합계

빈도

비율
6

6.5

3

3.2

4

4.3

30

32.3

35

37.6

5

5.4

1

1.1

9

9.7

93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부표7.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경험 여부: 교차분석결과
단위: 명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여부
구분

독림가

소
속

빈도
전체 %

임업인

빈도

후계자

전체 %

일반

빈도

임업인

전체 %

일반

빈도

산주

전체 %

전체

빈도
전체 %

전체

직접
작성하였다

대행
작성하였다

작성한
경험이 없다

잘
모르겠다

8

21

3

1

33

8.6%

22.6%

3.2%

1.1%

35.5%

6

28

7

1

42

6.5%

30.1%

7.5%

1.1%

45.2%

2

1

9

0

12

2.2%

1.1%

9.7%

0%

12.9%

1

1

4

0

6

1.1%

1.1%

4.3%

0%

6.5%

17

51

23

2

93

18.3%

54.8%

24.7%

2.2%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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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8. 지난 10년간 산지에서 임업소득을 얻은 경험 여부
단위: 명, %

소득 경험

빈도

비율

경험이 있다

58

62.4

경험이 없다

34

36.6

1

1.1

93

100.0

무응답
합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부표9. 연평균 임업소득: 교차분석결과
단위: 명

소득
120
만원
미만

구분

독림가

빈도

3

1

2

3

1

전체 % 4.5%

1.5%

3.0%

4.5%

1.5%

9
임업인 빈도
후계자
전체
%
13.4%
소
속 일반
빈도
0
임업인 전체 %
0%
일반
산주
전체

120만～ 300만～ 500만～ 1,000만～ 2,000만～
5,0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이상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6

전체

8

24

9.0% 11.9%

35.8%

4

4

4

3

4

2

30

6.0%

6.0%

6.0%

4.5%

6.0%

3.0%

44.8%

1

2

0

2

3

2

10

1.5%

3.0%

0%

3.0%

4.5%

3.0%

14.9%

0

2

0

1

0

0

0

3

전체 %

0%

3.0%

0%

1.5%

0%

0%

0%

4.5%

빈도

12

8

8

8

6

13

12

67

전체 % 17.9%

11.9%

11.9%

11.9%

9.0%

빈도

주: 무응답 제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19.4% 17.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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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산지이용 실태 관련 조사결과
부표10. 산지(산림) 이용방식
단위: 명, %

이용방식

빈도

비율

자가경영

67

72.0

일부는 본인이, 일부는 타인이 경영한다

7

7.5

대리경영(임대 포함)

8

8.6

임업경영을 하지 않는다(휴경)

6

6.5

잘 모르겠다

4

4.3

무응답

1

1.1

93

100.0

합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부표11. 임업경영을 위해 산지를 임대한 경험이 있는 여부 조사결과
단위: 명, %

구분

빈도

임차한(빌린) 적이 있다

비율
10

10.8

7

7.5

임대차한 적이 없다

65

69.9

무응답

11

11.8

합계

93

100.0

임대한(대여한) 적이 있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부표12. 대리경영 체결 경험 여부
구분
산주로서 대리경영 위탁을 체결한 적이 있다
대리경영자로서 산림사업을 대행한 적이 있다
대리경영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무응답
합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빈도

비율
13

14.0

5

5.4

69

74.2

6

6.5

9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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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3. 국유림 대부 혹은 사용허가 받은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

7

7.5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80

86.0

잘 모르겠다

3

3.2

무응답

3

3.2

93

100.0

합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3.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임업인 비교)
3.1. 응답자 기본 현황
부표14. 응답자 기본현황
단위: 명, %

구분

빈도

산림청 본청
국유림 관리소
합계

구분
근무년수

비율

9

29.0

22

71.0

31

응답자수(명)
31

구분
국유림 대부나 사용
허가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국유림 대부나 사용
허가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다
기타
무응답
합계

100.0

최소값(년)

최대값(년)

1.00

37.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빈도

평균(년)
19.5

비율

24

77.4

5

16.1

1
1
31

3.2
3.2
100.0

표준편차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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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5. 대리경영(사업) 업무 담당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대리경영(사업)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6

19.4

대리경영(사업)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다

23

74.2

기타

1

3.2

무응답

1

3.2

31

100.0

합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부표16. 협업경영 담당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협업경영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3

9.7

협업경영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다

28

90.3

합계

31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3.2.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 관련 설문
부표17. 국유림 대부나 사용확대에 관한 인식도 비교
단위: 명, %

구분

담당 공무원
빈도

임업인

비율

빈도

비율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를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

7

22.6

68

73.1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를 확대
할 필요가 없다

21

67.7

10

10.8

잘 모르겠다

3

9.7

14

15.1

무응답

-

-

1

1.1

31

100.0

93

100.0

합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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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8. 국유림 회수를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단위: 명, %

구분

공무원

임업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을 준수하게 하고,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든다

12

38.7

37

39.8

임업용 대부지에는 단기소득임산물 등
비목재 생산만 하게 하고 대부기간을 1
회 5년으로 한정한다

5

16.1

17

18.3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를 점진적으
로 축소한다

9

29.0

9

9.7

기타

3

9.7

10

10.8

잘 모르겠다

1

3.2

15

16.1

무응답

1

3.2

5

5.4

31

100.0

93

100.0

합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3.3. 사유림의 산지이용 관련 설문결과
부표19. 담당 공무원이 생각하는 사유림에서 산지이용의 주된 형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자가경영

12

38.7

대리경영

6

19.4

협업경영

1

3.2

산지임대차

1

3.2

기타

5

16.1

잘 모르겠다

4

12.9

무응답

2

6.5

31

100.0

합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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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20. 산지 임대차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

구분
임업경영의 수익성이 낮아서
임차인이 부족해서
산주가 산지를 임업경영대상이 아니라 토
지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를 목재생산 이외의 다른 임산물 생산
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가 있어서
기타
잘 모르겠다
합계

공무원
빈도
비율
21
42.0
3
6.0

임업인
빈도
비율
55
42.3
5
3.8

18

36.0

23

17.7

6

12.0

39

30.0

2
50

4.0
100.0

5
3
130

3.8
2.3
100.0

주: 복수 응답 문항.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부표21. 대리경영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
단위: 명, %

구분

공무원
빈도
비율

빈도

임업인
비율

우리나라 산림육성정책을 뒷받침하는 기
초가 되는 경영제도이다

1

3.2

10

10.8

한편으로 부재산주의 산림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대리경영하는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좋은 제도이다

17

54.8

31

33.3

목재 및 벌목업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산림사업을 통해 이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이지만, 수익성에 따라 임업생
산이 이루어지는 시장원리를 왜곡한다

5

16.1

19

20.4

산주들이 임업경영에 대해 신경쓰지 않
게 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7

22.6

17

18.3

무응답

1

3.2

4

4.3

기타

-

-

12

12.9

합계

31

100.0

93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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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22. 협업경영 추진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평가 결과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한때 추진했지만 실패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

9

29.0

대리경영과 더불어 산지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었지만, 현실적으로 협업체와 산림조합 간의 경쟁
관계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4

12.9

14

45.2

1
3
31

3.2
9.7
100.0

현재와 같은 소규모 임업경영을 탈피할 수 있게 하는 대
안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협업경영을 활성화하는 방안 모
색이 필요하다
기타
잘 모르겠다
합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3.4. 산지이용 관련 임업정책 설문조사 결과
부표23. 임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안
단위: 명, %

구분
대리경영사업을 확대한다
협업경영을 육성하고 협업체를 임업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한다
육림업을 재배업과 양묘업 등 비목재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한다
산지이용에 있어서 산주와 임업인이 산지를
임업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를 확대한다
기타
잘 모르겠다
합계
주: 복수 응답 문항.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담당 공무원

임업인

빈도
8

비율
15.4

빈도
16

비율
10.5

14

26.9

22

14.4

9

17.3

12

7.8

18

34.6

66

43.1

1
2
52

1.9
3.8
100.0

24
7
6
153

15.7
4.6
3.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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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24. 수익성 높은 비목재 생산에 중점을 두는 생산체계로의 전환 여부
단위: 명, %

구분

공무원

임업인

빈도

비율

빈도

8

25.8

59

63.4

11

35.5

22

23.7

그럴 필요 없다

-

-

1

1.1

그저 그렇다

7

22.6

1

1.1

현재의 경제림 육성정책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반대한다

4

12.9

7

7.5

무응답

1

3.2

3

3.2

31

100.0

93

100.0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합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2014).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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