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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까지 산림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검토하고, 현행 산지 및 산림자원과 관련한 규제를 분석하여, 개선 대

상을 발굴하고,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개선 대

상을 발굴함에 있어 전재경(2009)이 제안한 분석 틀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으로는 분석 대상은 산지 및 산림자원 관련 규제 가운데 목

재 및 산림서비스를 공급하는 산림 소유자 및 산림 사업자와 이를 이

용하고, 혜택을 누리는 수요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한정하였다. 

산림 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검토 결과, 최근 산림 규제에 시장

유인형 요소와 자율관리형 요소들이 추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변화는 산림을 비롯한 자원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

기 위한 방안으로 전 세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현황분석과 규제구조분석을 통하여 산림 규제의 실효성에 문제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산지관리법 에 규정된 보전산지가실제로 

산지전용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산림경영계획에 있어 규제 주기의 건너 띰과 

역행으로 인하여 지난 20년 동안 그 작성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도 확인하였다. 교차분석을 통하여 법률로 지정된 각종 보호지역·지구

들에 대한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격과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매

수 실적의 부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현행 산지 및 산림자원 규제로는 일반 공중의 산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

다. 따라서 공중에게 산림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

행 산림 규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일환으



로 수요자로 하여금 직접 공급자에게 지불토록 하는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 형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는 바이다. 

: , , , ,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recent paradigm shift in forest management and 

analyzes current regulations of forests and forest lands in Korea and their 

effectiveness in governance of forest resources, by employing the 

analyticalframework provided by CHUN (2009) with specific cases. The 

results of analysis provide the basis of proposals for improving the 

regulatory systems of forest lands in line with the new paradigm of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The regulations under study are limited to those affecting forest 

owners, forest managing enterprises and forest users benefiting from 

utilization of forest resources. The forest regulations intend to safeguard 

the provision of forest services to the general public, in particular to 

villagers in mountain areas by intervening forest owners’ and enterprises’ 

activities affecting the flow of services from forests. The study found out 

that the forestry regulations have incorporated more market-based or 

self-regulatory instruments in recent years. 

The contents analysis revealed there are some regulations lacking the 

effectiveness in reality. For example, the forestland management act has 

been failing to prevent conversion of conservation forestlands to other 

land uses. The act o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has been deregulated such that forest owners’ freedom of utilizing their 

forestlands can be enhanced in the last two decades. From the result of 

cross analysis we found that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 governmental 

policies of purchasing protected forestlands and actual governmental 

budgeting in reality.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the regulatory mechanism has a 

limitation in internalizing the externalities of forest services, demanded by 

the public. Thus we suggest that forest regulations aiming at providing 

public forest services should be reformed into a newmode of governance 

system based on market mechanism, which can make the beneficiaries of 

forest services to pay the cost of services sup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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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과 법제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최근까

지 산림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검토하고, 현행 산지 및 산

림자원과 관련한 규제 현황을 정리 분석하여, 개선 대상을 발굴하고,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2. 연구범위

시간적 범위로는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내용적 범위로는 

산지 및 산림 관리와 관련한 규제로 제한한다. 그 주요대상은 산주 

및 산림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산지 및 산림자원에 대한 이용

소유 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한정한다.

3.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제 장에

서는 산지 및 산림자원과 관련한 현행 법률을 선별하여, 규제의 골격, 

특징, 수단 방법, 경과를 정리한다. 이때 현행 규제가 국제적 공감대

가 형성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제 장에서

는 법-철학 사회학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규제현황을 분석한다. 

제 장에서는 규제의 시기 정도 대상 방법에 대한 구조 연구를 실

시하고, 제 장에서는 시장 공동체 정부 영역 간, 정책과 법제의 간

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다. 제 장에서는 확인된 

개선 대상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 장에서는 요지를 정

리하고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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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산지 및 산림자원 규제
1

1. 개 요

우리나라의 근대 산림 관련 법률1)은 일제강점기인 1908년 삼림

법 의 제정을 시작으로 2007년 제정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

한 법률 에 이르기까지 총 32개의 법률2)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그 

중 18개 법률이 폐지되어, 현재 14개 법률이 시행 중에 있다. 그 내역

은 표 1 과 같다. 산림 관련 법령은 정책의 변화, 관계 법령의 개정, 

법률의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하여 개정되었으며, 1961년 통합법의 성

격을 띠는 산림법 의 제정과 법의 목적 달성 등을 이유로 폐지되

었다.

2. 시대별 주요 규제내용

고려시대

고려는 건국 후, 고대 씨족공동체적 토지소유를 폐지하고, 산림 등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였으며, 산장시초물령사점(山場柴草勿令私占)이

라 하여 개인적 점유를 일체 금지하였다. 국가는 일정한 산림을 신분

과 계급에 따라 관원, 무인, 개국공로자, 지방관청에게 지급하고, 나머

지는 온 국민이 함께 이용토록 하였다.

1)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 ‘산림’으로 검색된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산림청, 1997, 한국임정 50년사 에서 산림 관련 법률로 채택한 수렵법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야생동 식물보호법 은 제외하였으며, 환경부에
서 관할하는 자연보전법 도 제외하였다. 또한, 2010년 3월 10일 시행예정인 
산림보호법 도 제외하였다.

2) 시행령, 시행규칙, 규칙, 규정을 제외한 법률로 한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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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법률명

1908~1911 삼림법

1911~1961 삼림령

1912~1961 조선국유삼림미간지및삼림산물특별처분령

1918~1961 조선임야조사령

1926~1961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933~1962 조선사방사업령

1942~?3) 조선목재통제령

1943~1961 조선국유임야부분림령

1949~?*4) 중앙임업시험장 설치법

1950~1973 영림관서설치법

1951~1961 산림보호임시조치법

1961~2005 산림법

1961~1980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962~ 사방사업법*

1963~1964 국토녹화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196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1965~1993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1966~1999 화전정리에관한법률

1969~2008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72~1980 산림개발법

1973~ 입목에관한법률*

1980~ 산림조합법*

199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001~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표 1 산지 및 산림자원 관련 법률의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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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법률명

2001~ 산림기본법*

2002~ 산지관리법*

2003~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200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00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200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는 현행 법률을 뜻한다.

이때, 국가가 특정인에게 지급한 산림은 소유권이 아닌 수익권이었다. 

하지만 점차 토지제도가 문란해져 점차 사유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박태식 외, 1997). 지배층과 국가는 수취물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

여 생산수단과 생산인민에 대한 지배를 구조화하였다. 이에 연료재 

수요 증가를 충당하기 위하여 목재를 공급하는 기지를 마련하고, 특

정 집단의 노동력을 이용하였다. 

국가는 산림의 남벌, 남간, 방화로 인한 산림 소실을 막기 위하여 

벌채시기를 지정하였으며, 벌채와 화전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

다. 산의 황폐화를 억제하는 한편, 풍수사상에 입각하여 개성 인근 산

에 벌채를 금지하고 나무를 식재하였다.

조선시대

고려 말, 무질서했던 임야사점현상을 목격했던 태조는 전국 삼림(임

야)을 왕권으로 공수하고 국가수요에 충당토록 하였다5). 또한 산림천

3) 폐지년도 불명
4) 폐지년도 불명
5) 임야는 농경지와 달리 급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보다 엄격한 국유제를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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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여민공지(山林川澤與民共之)라 하여, 산과 못을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유 사점을 금하였다. 

한성 주변의 풍치 보존과 국용 임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백

성의 벌채, 토석 및 부산물 채취, 묘지 설치, 산화 등을 금지하는 금

산(禁山) 제도를 시행하였다. 금산에는 도성내외금산과 외방금산이 있

었다. 도성내외금산은 남산과 삼각산 등 한성 주변의 풍치와 풍수설

에 따라 설정된 것이며, 외방금산은 국가의 임산물 수요6)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방의 임상이 좋은 산림을 말한다.

태조 6년에 반포된 경제육전(經濟六典)7) 에 송목금벌(松木禁伐)

을 성문화하여, 국가용재의 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도성 주위 산에 대

한 벌채와 목석 채취를 금하였다. 태종은 1407년에 지역 수령에게 소

나무 숲을 보호하고, 조림할 것을 명하였다. 세종은 1439년에 동서 밖 

10리까지는 한성부의 관장구역으로 하고, 그 밖은 해당지역 수령의 

소관으로 분리하여 금벌을 관할하게 하였다. 또한, 1445년에는 도성사

산의 금산구역을 삼각산 도봉산까지 확대하였으며, 1448년에는 각 

도의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지역 가운데 소나무가 자라기에 알맞은 

주 현 도 곶을 조사,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국에 2백

여 개 소의 금산이 지정8)되었다. 금산의 약 90%가 도, 곶, 포에 위치

하였는데, 이는 목재의 해운을 용이토록 하며, 조선의 장소로 활용하

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조선 왕조는 금산의 보호를 위하여 극단적인 

규제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세조는 1457년에 안면곶의 송림을 

하였다. 이는 고려시대 권세가들의 물질적 기반을 빼앗아 새로운 정권의 체제를 강
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박태식 외, 1997).

6) 조선시대에는 한성 천도에 따른 궁궐신축, 산성건립, 제방수축 등에 다량의 목재
가 필요하였다.

7) 조선시대 개국 초에 반포된 국가의 공적인 법전으로, 1388년부터 1397년까지 10년
간 시행된 법령과 장차 시행할 법령을 수집하여 편집되었다(네이버 백과사전).

8) 곶으로 된 곳이 약 40 , 도로 된 곳이 약 47 , 포로 된 곳은 약 8 , 산으로 된 
곳이 약 13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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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을 독진곶으로 이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금산

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정은 좋지 않았다. 임산자원의 채취 및 이용에 

있어 주민들의 노동력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예종은 1469년에 도성 내외 송목금벌사목(松木禁伐事目)9) 을 제

정, 엄벌주의10)를 내세웠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감은 더욱 높아졌고, 

농촌 경제의 빈곤에 기인한 금산 파괴행위는 더욱 심해졌다. 성종 16

년인 1485년에 경국대전(經國大典)11) 이 반포되었다. 경국대전 공

전의 재식(栽植) 항에 금산보호에 대한 엄벌규정12)이 포함되었다. 하

지만 엄벌 위주의 규제는 사회질서의 혼란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

하였다. 숙종은 문란해진 토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금산을 봉산

(封山)13)으로 바꾸고 보호 관리체제를 강화하였다. 영조 22년인 1746

년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14) 에도 금산 봉산 의송산 등의 보호

를 위한 강화된 규제가 포함되었다.

9) 송금이란, 소나무의 벌목을 금지한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인 송금사목으로는 1469
년(예종 1년)의 四山松木禁伐事目 , 1548년(명종 3년)의 四山松木禁伐事目 , 
1788년(정조 12년)의 松禁事目 이 있다(네이버 백과사전). 

10) 예종2년에는 禁伐令 을 내려 산림보호를 철저히 감시토록 하였다.
11) 조선시대의 기본법전으로 1481년(성종 12년)에 완성되어, 1485년에 시행되었다. 
경국대전의 형전 금제 조에는 사사로 시초장을 점유하는 자는 모두 장 팔십의 형

을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공전 재식 조에는 도성 내외 산에는 표식을 세우고 부
근 주민에게 분담시켜 벌목과 채석을 금하게 하며, 감역관과 산지기를 정하여 간수
한다고 규정하였다.

12) 도성 내외 산에 표를 세우고 인근 주민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어 나무와 돌의 
채취를 금지하였고, 감역관과 산직간수를 임명하였다. 만일 벌취자가 있을 때는 곤
장 90대를, 산직에게는 곤장 80대를, 당해관에게는 곤장 60대를 때렸는데, 나무와 
돌을 다 채취해 갔을 때는 벌목자에게 조칙에 의하여 나무를 심도록 하였다. 봉산
에서 큰 소나무 10주 이상의 도벌자는 사형에 처하고, 9주 이하의 도벌자는 먼 곳
으로 귀양을 보내며, 군사용 목재를 훼손한 관원은 무기를 불법 매각한 죄와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13) 봉산의 종류로는 황장봉산(黃腸封山), 밤나무봉산(栗木封山), 태봉산(胎封山), 참나
무봉산(眞木封山)이 있다. 정조 12년(1788년)에 기록된 전국의 봉산은 282개에 달하
였다.

14) 조선 영조 때의 문신 김재로 등이 왕명을 받아 1746년(영조 22년)에 편찬한 법전
으로, 경국대전의 속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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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력 발전으로 토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

는 산림 개간활동이 왕성하게 진행되었다. 이때, 산지를 농경지로 전

환하면, 개간자의 소유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허가제도가 문란해져, 

태종 18년에는 禁火令 을 내렸다. 양란이후, 사농공상의 신분 해

체,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절수, 입안의 합법적 이유(분묘설정15) 등)로 

왕실, 양반, 부농 등에 의해 토지 사유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에 

왕실은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으나, 국유제는 점점 붕괴되었고, 일반민

의 산림 사유화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산림의 배

타적 사용권을 위해 결성한 송계(松契)가 형성되었으며16), 산림 소유

권 분쟁(산송)이 증가하였다. 송계는 계원 스스로 산림보호에 참여하

여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적으로 제재권을 행사하여 도 남벌과 산림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조직되었으며, 부락공동림에 

해당하는 송계림을 가지고 있었다. 송계는 송계절목(松契(節目)17)이라

는 협약에 따라 자치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국가에서도 이를 보호 육

성하였다. 한편, 조림을 법으로 정하여 옻나무, 뽕나무, 닥나무 등의 

특용수를 의무적으로 심게 하였으며, 외방금산의 경우, 매년 봄에 소

나무를 식재토록 하였다. 조림사업은 주로 조선 용재 확보와 한성 주

변의 풍치유지를 위하여 국용림 내에서 실시하였다.

15) 태종은 직위에 따라 묘지의 평수를 정하여, 효자 열녀 학자 관원 등과 서민에 

이르기 까지 모두 산에 분묘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주위에는 나무를 심어 가꾸도
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산림이 일단 개인의 묘지로 점유되면, 국가가 이를 보호해줌
으로써, 마침내 사유화되었다(박태식 외, 1997)

16)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최초의 송계사례는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금안동에서 
실시된 禁松契이다. 금안동 송계는 1715년 작성되었으며, 그 원형은 1681년 동중에 
하첩된 향약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다(박종채, 1995).

17)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되어 있는 송계절목(유물번호 購573)에는 조선후기에 남
산에 선산을 두고 있는 같은 마을의 김씨, 안씨, 우씨 세 집안에서 선산을 보호하
고 소나무를 마구 베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송계의 계원 명단과 운영방안이 

수록되어 있다. 계원의 명단이 기록된 座目 다음에는 절목 6조가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 성씨별로 상의한 다음 경계를 정하여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 규정, 산지기를 두는 것에 대한 사항, 계원 전원이 합의한 내용을 따르지 않
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다. 기타 송계 관련 규약은 부록(1)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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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1908년, 우리나라 최초의 산림 관련 근대 법률인 삼림법18) 이 제

정되었다. 삼림법은 한국의 산림소유구조를 재편하고, 일본식 임정을 

이식하기 위한 법 제정이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임야의 소유구분

(제1조), 보안림 설정(제2조), 부분림 설정(제3조, 제4조, 제5조), 산림

보호에 관한 규정이었다(박태식 외, 1997). 이 가운데 임야의 소유 구

분에 있어 우리나라의 모든 산림을 제실림,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등으로 나누워 소유권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유림을 정식으로 인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지적을 계출토록 하였다19). 이를 통해 임야등

기제도(林野登記制度)가 시행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지적계출만으로 

점유권자를 확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나라 봉건시대의 임

야점유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사유

림으로 인정되어야 할 임야가 국유림으로 편입된 경우가 많았다20). 

이후, 국유림구분조사사업(1911~1924), 조선임야조사사업(1917~1924)을 

통해 임야등기제도가 완성되었다.

1911년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창출된 광대한 조선

반도의 국유임야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경영하기 위하여 삼림

령21) 이 제정되었다. 산림령은 보안림, 영림감독, 조림대부, 입회관

행, 국유임야와 그 산물의 처분, 지방명령, 처벌 등으로 구성되었다. 

삼림령 제7조에 조림 대부 제도를 설정하여 일본인에 의한 한국 

산림의 직접 점유를 가능하게 하였다(박태식 외, 1997). 즉, 1908년 삼

림법의 부분림 제도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림대부제도를 활용

18) 삼림법 전문은 부록(2)에 수록하였다.
19) 산림법 부칙 제19조(지적신고)
20) 산림산야의 소유자는 삼림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림산야의 지적 및 면
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신고하지 아니하는 곳은 모두 
국유로 간주한다( 삼림법 제19조).

21) 산림령 전문은 부록(3)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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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민간에 의한 황폐산지의 조림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한편, 보

안 위해방지 수원함양 공중위생 어부 또는 풍치를 위해 보안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보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행위

를 제한하였다. 국유산림 지정하여 국유산림에 대한 매각, 교환, 양여 

제한하는 한편, 현지주민에 대한 채취, 방목, 입회 제한하였다. 산불 

방지를 위해 타인에 의한 산림에 방화를 제한하였다. 

그밖에 임야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하기 위하여 1918년에 제

정된 조선임야조사령 을 통해 미 지적 신고의 경우 국유로 귀속하

였으며, 1926년에 제정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을 통하여 특별 

연고자, 특히 일본인에게 국유 삼림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34

년에 제정된 조선사방사업령 에서는 사방시설의 보전을 위하여 사

방지 내에서의 특정 행위를 제한하였다.

중일전쟁의 발발과 제2차 세계대전에의 일본 참전으로 조선 전 분

야에 대한 무절제한 수탈이 이루어졌다. 이에 1942년 전시 하의 국가 

수요 목재의 생산을 확보하여 수급의 원활 및 가격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조선목재통재령 이 제정되었다. 원목과 제재목의 수급량을 

제한하고 목재의 이출, 이입, 수량, 용도, 기타사항에 대하여 제한하

여, 일본의 군수 물자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43년에

는 조선국유임야부분림령 을 제정하여 국유임야에 부분림을 조성

토록 하였으며, 수목 벌채 시 또는 방화선, 통로의 폐치, 보수 시 방

법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광복 후

8 15 광복과 한국전쟁으로 황폐화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1951

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 이 공포되었다. 본 법률은 우리말로 제정

된 최초의 산림 관련 법률이다. 산림 보호를 위하여 전국에 산림계를 

조직하여, 산림 보호를 그 지역 주민들이 솔선하여 담당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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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광복 이후,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사유림은 1952년 귀

속재산처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화되었다.

광복 후의 산림정책은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산림령 등의 산림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즉, 식민지 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

되었던 것이다. 1961년에 비로소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기본이 될 

산림법22) 이 제정되었으며, 일제강점기의 산림 관계법령이 폐지되

었다. 산림법 의 목적은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자원의 증진을 도

모하여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여하는 데 있었다. 산림

법은 7장( 총칙, 영림의 조성과 감독, 보안림과 채종림, 국유

림, 산림의 보호,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 벌칙) 99조

의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1961년에는 부정임산물을 단속하고자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자가 산림인 경우에도 임목을 벌채할 때 전국적으로 

미리 정해진 벌채허용량 범위 안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도 남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채 예정목에 극인을 찍고, 생산품을 

산지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확인증을 소지토록 하였다. 1962년에는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여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방사업법 이 제정되었다. 전국 산림기

술자대회를 개최하여 사방을 범국민운동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같

은 해,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을 제정하여 37만 의 요

사방지를 복구하고자 하였다. 1963년에는 청원산림 보호직원 배치

에 관한 법률 을 공포하여, 산림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국가가 청원

산림 보호직원을 배치하여 그 산림을 보호하도록 하고, 여기에 필요

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다. 1972년에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입목에관한법률 이 제정

되었으며, 산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여 산림자원을 

22) 산림법 전문은 부록(4)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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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개발법 이 제정

되었다. 1980년에 산림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때 산림법에서 분리되

어 산림조합법 이 제정되었다. 이후, 1993년 임업협동조합법 으

로 제명 개정되고, 2000년에 산림조합법 으로 환원되었다. 1997년

에는 임업의 구조개선,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 및 임산물유통 가공업

의 지원, 임업인의 경영능력 및 권익 증진,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임업진흥촉진법 이 제정되었다.

2000년 이후, 각종 국제협약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이행을 요구

하기 시작하였고, 21세기의 다양한 산림수요와 산림비전의 실현을 위하

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였다. 이에 산림

관련 법령을 규제위주의 산림법 체계에서 산림기본법 중심의 

기능별 법체계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2001년에는 산림기

본법 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으며, 2002년에

는 산지관리법 이 제정되었다. 2005년에는 산림법 분법화에 따라 

산림법 이 폐지되었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

률 이 각각 제정되었다. 한편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도 제정되었는데, 

2003년 제정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과 2005년 제정된 소나

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이 그것이다. 2007년에 산림조합 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산림조합 활동에 국가가 개입하였다.

2

2009년 10월 현재 산림 관련 법률은 표 1 과 같이 14개가 시행되

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즉 산림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의 산지 및 산림자원에 대한 이용 소유 사용 통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은 9개로, 그 내역

은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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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시행기간 법률명

1 1962~ 사방사업법

2 199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 2001~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 2002~ 산지관리법

5 2003~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6 200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7 200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2005~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9 200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표 2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산지 및 산림자원 관련 법률

현행 법률 체계는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른 산림법의 분법(分法)

화 및 전문화된 법률체계 구축과 2000년 이후 제기된 국제적 지속가

능한 산림관리의 이행 요구, 다양한 산림수요와 산림비전 실현을 위

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즉, 2005년 산림법 폐지로, 그림 1 과 같이 산림법 중심 

체계에서 산림기본법 을 중심으로 하고, 기능별로 분화된 체계로 

전환되었다.

그림 1 산림 관련 법의 분법화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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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방사업법23)

사방사업법은 토사의 유출 등을 방지하여 국토를 보전함으로써 공

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24). 이 

법의 목적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효율적

인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

는 데에 있다(제1조).

2.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25)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모법인 임업진흥촉진법은 

1960년대 이후의 치산녹화를 중심으로 한 보호위주의 산림법으로는 

임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따로 법률을 제정하여 임업의 

구조개선, 임산물소득원의 개발 및 임산물유통 가공업의 지원을 위

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임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업인의 

경영능력 및 권익을 증진시켜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26). 임업진흥촉진법은 2001년 12월 31일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명되어, 2002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임업인27)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낙후된 산촌지역의 진흥을 통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

며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제1조). 

23) 시행 2009.3.27/법률 제9176호/2008.12.26,일부개정
24) 시행 1962.1.15/법률 제977호/1962.1.15,제정
25) 시행 2009.6.27/법률 제9177호/2008.12.26,일부개정
26) 시행 1997.10.11/법률 제5325호/1997.4.10,제정
27)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
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
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에 한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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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8)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의 중요성이 증

대됨에 따라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수행하는 수목원에 대한 지

원제도를 마련하고, 수목원간의 상호교류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목원의 조성을 촉진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

하여 제정되었다29). 이 법의 목적은 수목원의 조성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하는 데에 있다(제1조). 

4. 산지관리법30)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

의 관리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한편, 현좬도를 개에서 복잡하게 규
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 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

여 이를 를 개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제정되었다31). 이 법의 목적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공익기능의 증진

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는 데에 있다(제1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

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28) 시행 2009.8.9/법률 제9661호/2009.5.8,일부개정
29) 시행 2001.9.29/법률 제6446호/2001.3.28,제정
30) 시행 2009.7.31/법률 제9401호/2009.1.30,타법개정
31) 시행 2003.10.1/법률 제6841호/2002.12.30,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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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제정되었다32). 이 법의 목적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

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제1조).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33)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나무 림을 보호하고, 산림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

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34). 이 법의 목적

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나무 림을 보호하고, 산

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

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제1조).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3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림이 지니고 있는 다양

한 기능을 발휘하고 그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유림의 경

영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10년마다 국유림종합계획을 수립하

여 국유림을 체계적으로 경영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시범림을 조성

하여 선도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산림사업 및 국민 참여의 

숲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국유림의 조성 및 보호 사업에 직접 참

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유림의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는 

등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선 보

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36). 이 법의 목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32) 시행 2005.1.1/법률 제7038호/2003.12.31,제정
33) 시행 2008.2.29/법률 제8852호/2008.2.29,타법개정
34) 시행 2005.9.1/법률 제7549호/2005.5.31,제정
35) 시행 2009.7.31/법률 제9401호/2009.1.30,타법개정
36) 시행 2006.8.5/법률 제7677호/2005.8.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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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

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제1조).

7.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37)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은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산림이 

종전의 조림 육림 등을 위한 자원에서 건전한 여가활동, 체험 및 휴

식 등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문화 및 휴양을 위한 활

동공간으로서의 산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종전의 산림법

의 일부 조항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

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 규정하여 급증하고 있는 산림문화 휴양수

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숲해설가 및 등산안내인 제도를 도

입하여 산림을 국민의 정서순화와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자연휴양림에 설치하는 휴양시설의 타당성평가제도와 산림

욕장 및 등산로의 조성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친환경적인 

휴양시설의 설치와 산림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38). 이 법

의 목적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제1조).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37) 시행 2008.2.29/법률 제8852호/2008.2.29,타법개정
38) 시행 2006.8.5/법률 제7676호/2005.8.4,제정
39) 시행 2008.12.31/법률 제9313호/2008.12.31,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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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경영 및 산불 병충해 방지에 대한 여러 기준을 정립하여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제정되었다40). 이 법의 목적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제1조).

3

본 절에서는 법률 상 규제의 특징을 표 3 과 같이 명령통제형, 

시장유인형, 자율관리형의 유형으로 구분41)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40) 시행 2006.8.5/법률 제7678호/2005.8.4, 제정
41) 박태식 외(1997)는 정부가 산림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산림경찰행정으로, 산림의 국토보
전, 수원함양, 환경보전, 보건휴양 등의 공익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
공단체가 산림소유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둘째, 산림보육행정으
로, 국가, 공공단체 또는 공공조합 등을 통하여 보조 권장 및 유인방법을 적용하

여 개인적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산림직영행정으로, 국가 및 
공공단체가 산림을 소유하여 직접 산림을 경영, 관리하거나 사유림에 있어서의 치
수 사방 황폐지복구 병해충 방제 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유형으로 구분한 명
령통제형은 산림경찰행정, 산림직영행정에 해당하고, 시장유인형은 산림보육행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재경(2009b)은 “조직화되고 규범을 운용하는 사회”
로서 공동체를 시원적[제1차적] 규범 내지 규제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교역’ 공동
체에서 출발하여 WTO와 같이 독자적인 조직과 규범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초국가적 
존재로 발달한 시장 을 인위적[제2차적] 규범 내지 규제의 영역으로 설정하며, “사
회 있는 곳에 법[規範]이 있다”는 사회규범론의 관점에서 또 “사회가 정부를 창설
한다”는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사회 국가 정부 의 도식에 따라 정부를 파생적

[제3차적] 규범 내지 규제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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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통제형 - - - -
시장유인형 - -
자율관리형 -

-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
-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 : 재정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항
- : 행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는 사항
- : 자발적 계약을 체결하고, 구성원 스스로의 조정을 통해 산지 및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사항

표 3 규제 유형 분류 기호

‘명령통제형’이라 함은 법규, 명령, 행정, 지시 등을 통해 정부의 정

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유형을 말

한다. 이는 좁은 의미의 규제를 일컫는 행정규제(行政規制)를 의미한

다(전재경, 2009).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행정규제기

본법 제2조제1호). 행정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네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

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이하 [ - ]라 표기한다.)이다. 두 번째, 허가취소 영업

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

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

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이하 [ - ]라 표기한다.)이다. 세 번째, 고

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

여금지 기타 영업(임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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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형

관 점

정 부

(government)
시 장

(market)
공동체

(community)
이 념 정 의 효 율 형 평

양 태 통 치 경 쟁 신 뢰

재 산 공공재산 사유재산 공유재산

시 기 사 전 사 후 상 시

규 범   헌법 행정법 상사법 상관습 민사법 관습법

표 4 유형별 관점 비교 

를 부과하는 사항(이하 [ - ]라 표기한다.)이다. 네 번째, 기타 국민

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 등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하 [ - ]42)라 표기한다.)을 

구체적 범위로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 ‘시장유인형’이

라 함은 정부의 행정목적 달성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잠재 주체

(산림소유자 등)가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목적에 부합하면서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유형을 말한다. 동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재정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하 [ - ]라 표기한다.), 

국가의 행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는 사항(이하 

[ - ]라 표기한다.)이 있다. ‘자율관리형’이라 함은 이해관계자간 자

발적 계약을 체결하고, 구성원 스스로의 조정을 통해 산지 및 산림자

원을 관리하는 유형(이하 [ - ]라 표기한다.)을 말한다. 자율관리형43)

은 공동체가 사회협약을 통해서 규제를 만든다는 점에서 공동체규제

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유형별 규제의 관점은 이념, 양태, 재산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며, 항목별 차이는 표 4 와 같다. 

42) 유형 [ - ]과 유형 [ - ]의 차이는 규제의 대상에 있다. 전자는 [유형 - ]의 
과정을 거쳐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자(산림 사업자, 임업인)를 말하며, 후자는 일반
국민, 산촌주민 등 그 이외의 자를(비 사업자) 말한다.

43) 조선시대에 운영되었던 송계는 송계절목(松契節目)이라는 협약에 따라 자치적으
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자율관리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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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형

관 점

정 부

(government)
시 장

(market)
공동체

(community)
도 구   행정계획 가격기구 신의성실

결 정  행정처분 계 약 합 의

집 행   명령통제 소 송 배 제

징 벌  처 벌 손해배상 불명예

지 위   감시자 사업자 협력자

조 건 공 익  완전경쟁 전 통

약 점  공공선택 불완전경쟁 공유지비극

* 출처 : 전재경, 2009, 규제 패러다임의 재편

연구의 범위인 법률로서 규제하는 것은 명령통제형에 해당한다. 하

지만 그동안 법률들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 정서를 수용하

여 개정되었다는 점을 착안하면, 법률 조항 내에 시장유인형 요소와 

자율관리형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용 별로 세 유형을 

구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사방사업법

사방지

사방지안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 죽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

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14조제1항).[ -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7조).[ - ] 

사방지안에서의 입목 죽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

서에 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도면, 재적 또는 수량조서, 토지

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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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시행규칙 9조).[ - ]

사방 사업

누구든지 사방사업을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 -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8조).[ - ]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타 국가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

해 시행자가 이를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제7조).[ - ]

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

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사방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그 시설의 관

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

는 현물로 한다. 사방지의 소유자 점유자에게는 10퍼센트를 사방시

설의 관리자는 9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을 교부하여야 한다(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 ]

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9조(공무원의 조사등)에 따른 국

가사방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제10조).[ - ]

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44)로 인하여 국가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

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9조제1항).[ - ] 비용을 부담하여

야 하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납부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제

19조제3항).[ - ]

44) 철도 및 도로의 부설, 수리시설, 광산시설 및 광재의 처리, 공장시설, 토석채취, 
개간, 목야지 조성 및 방목, 주택부지의 조성, 기타 산림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되어 사방사업의 시행이 필요하게 된 공사 또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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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목재 비축림

산림청장은 산림 안에 있는 입목을 보호 육성하여 목재 자원을 증

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재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

여 필요하면 산림소유자45)와 일정한 기간은 입목의 벌채를 할 수 없

도록 하는 계약(산지목재비축계약46))을 체결할 수 있다(제13조제1항).

[ - ] 산림청장은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소유자에게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3조제4

항).[ - ] 이때, 산림소유자에게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입목을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저당권을 설정하

게 할 수 있다(제13조제5항).[ - ] 산지목재비축계약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림소유자

가 산지목재비축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산불피해 등으로 산지목재

비축계약을 체결한 입목의 전부가 소실된 경우, 산림소유자가 지원받

은 자금의 전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 목재비축림 안에서는 산림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할 수 없다(제15조).[ - ]

품질 인증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

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제12조제1항). 목재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방부처리 목재, 목탄, 목초액, 건조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마루판으로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품목의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서, 

45) 저당권 등 입목에 관한 권리제한이 있는 산림의 소유자는 제외한다.
46) 산지목재비축계약서는 부록(5)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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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명세서, 인력확보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 임산물의 품질인

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한다(제12조제5항).[ - ]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제12조제7항).[ - ]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임산물에는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제2항).[ - ] 이를 어긴 경우,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2조제1호).[ - ]

국 공유재산 활용

산림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진흥지역 안

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불의 예방과 진화, 도벌 남벌이

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산지 정화에 협조하는 조건으로(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 산촌진흥지역 안의 국 공유 임산물인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진 나

무, 자투리 나무 가지, 조림예정지 정리와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그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제

28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 ]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이 국

공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 받으려면 신청서를 산림청장, 시 도지

사 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

임업 진흥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조

림 또는 육림, 임업종묘의 생산, 임산물의 생산 유통 이용 가공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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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관, 임도의 조성 유지 또는 관리,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

설 또는 장비의 지원,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47)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

산림청장은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산림청장

은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형별 경영모형, 적합한 산림

작물, 산지재배기술 등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제9조제2항).[ - ]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지의 구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산림 안의 주차휴

양단지의 조성사업, 목조주택전원단지의 조성사업, 그 밖에 임업진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48)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제16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 - ]

산림청장은 삼림욕장조성사업 등을 하려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조성 및 생

산에 관련된 기술 지원, 조성 및 생산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대하여 

47) 협업경영 대리경영과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경영구조 개선사업, 임산물유통시설
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출을 통

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 개발 및 육성사업, 방부제 사용사업, 산
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의 연구 개발 및 생산사업,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
장비의 개발 보급사업,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
비, 자연휴양림 수목원 자연전시관 및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독림가와 임업후계
자의 양성사업, 조경수(분재를 포함한다) 재배사업, 야생조수사육사업, 해외산림자
원의 조사 및 개발사업, 첨단임업기술 개발사업, 난대림복원사업 등 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 유통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8) 자연관찰원 조성사업, 분재생산사업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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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 이때 산림청장은 해

당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해당 사업자의 신용상태, 해당 사업자의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계획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

20조의2제2항).[ - ]

3.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완충지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제19조2제1항).[ - ] 국

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동 지역안의 토지 등

의 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 등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 등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등 매수청구서, 토지이용계획확인

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9조3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2제1항).[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대상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제8조의2제1항).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제8조의2제2항).

[ - ]

수목원 조성

수목원조성예정지로 지정되거나 지정 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 안

에서는 산지 농지의 전용,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

채취,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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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조의2제6항).[ - ]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을 제외한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제7조제1항).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토지조서, 

위치도 및 구역도, 시설물종합배치도, 허가 신고 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

칙 제5조제1항).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7조제2항).[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제22조).[ - ] 산림청장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

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

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승인

을 취소할 수 있다(제7조제5항).[ - ]

국립수목원을 제외한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관리 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수목원의 명칭, 소재

지, 운영자의 성명 주소, 시설명세서, 보유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제9조제1항). 수목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

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수목원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

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제22조).[ - ] 수목원

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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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을 수 있다.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시설의 설

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 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제

11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 등록한 수목원은 일반 공중이 이

용할 수 있도록 연간 18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

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2조제1항). 등록수목원을 6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목원휴원신고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2조제2항).[ - ] 산림청장은 수목

원의 시설 및 관리 운영에 있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 

일수 이상의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휴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우,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17조제1항)[ - ] 

산림청장은 등록수목원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

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요구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18조제1항).[ - ]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수목원

을 운영하는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목원등록증을 산림청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제18조제3항). 수목원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

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당해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

할 수 없다(제18조제4항).[ - ]

4. 산지관리법

산지 전용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는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등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보수 이전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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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

설, 광물의 탐사 시추시설의 설치 및 갱내채굴, 광해방지시설의 설

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

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제10조).[ - ]

임업용산지 안에서는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외 산림

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산림공익시설,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림어업용 

생산 이용 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 지하자원의 탐사 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 전기통신설비 등 공

용 공공용 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종교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

공직업훈련시설,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광물, 지하

수 관련 시설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제12조제1항).[ - ] 공익용산지 

안에서는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및 임업용산지에서 허

용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제12조제2항).[ -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49)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제14조제1

49)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확대,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
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변경하는 사항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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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 ]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제50조).[ -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제38조제1항).[ - ] 산

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50),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51)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재해방지 또

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

우, 그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

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20

조).[ -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다(제53조제1호).[ - ] 이때,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5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
51) 독일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같은 목적으로 교통 주거 산업 시설의 건설 

등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 저감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Eco-Account라는 제도를 활
용하고 있다. Eco-Account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EIA) 내에 
편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적극 활용하
고 있다. Eco Account 제도라 함은 개발 전 후의 생태적 가치를 비교하여, 개발자
로 하여금 그 차이만큼을 보상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Eco Account 제도의 목
적은 생태적 중립(Eco-Balance)을 달성하는 데 있다. 토지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함
에 있어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 Eco-Point라는 계수를 면적에 곱하여 
산정한다. 예컨대 Eco-Point 13의 값을 갖는 중간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갖는 토지 
1만 를 Eco-Point 1인 아스팔트 지역으로 개발하는 경우, 그 영향은 - 12,000 
units가 된다. 이 경우, 개발자는 다른 토지의 형질을 좋게 변환하는 등의 대체 수
단을 활용하여 12,000 units만큼을 보상하여야 한다. Eco-Account 세부 계산 과정은 
부록(6)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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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56조).[ -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4조제1호).[ - ]

특정용도52)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산

지전용허가)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53)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5조제1항).[ - ] 이때,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제50조).[ - ]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자는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림

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제38조제1항).[ - ]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

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20

52)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
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지하자원
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위의 시설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
대시설의 설치, 가축의 방목,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산채 약초 특

용작물 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
설의 설치를 말한다.

53)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당초의 산지
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
경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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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5조제1항).[ - ] 

이때,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

한다(제56조).[ -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57조제1호).[ - ]

산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임산물의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임산물을 가공 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비료 농약 또는 기계 등 임업용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누에사육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제21조의2).[ - ]

토석 채취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 채취가 필요한 경우, 도로의 설치 등의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

을 굴취 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용 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

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제25

조의3).[ - ]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

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5조제1항).[ - ]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제50조).[ -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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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제

37조제1항, 제38조제1항).[ - ] 산림청장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54),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석의 굴취 채취

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이를 중단한 경우, 장비 등의 기준

에 미달하게 된 경우, 허가를 받은 토석 외의 토석을 굴취 채취한 

경우,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복구

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조건을 위

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 채취의 중지 그 밖

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31조).[ - ]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 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

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 채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다(제53조제2호). 이때,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

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56조).[ -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토석을 굴취 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

를 받아 토석을 굴취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4조제3호).[ -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57조제1항).[ -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

항55)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5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
55)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등 사업계획의 변경, 토석채
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
도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
량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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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 - ]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

입하여야 한다(제50조).[ - ]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자는 재해방지 또

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 ] 

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산지를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

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 채취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토

사를 굴취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

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56)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5조제2항).[ - ]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를 납입하여야 한다(제50조).[ - ] 산림청장은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

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석의 굴취 채취에 착수하지 아니하거

나 1년 이상 이를 중단한 경우,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허가를 받은 토석 외의 토석을 굴취 채취한 경우, 재해방지 또는 복

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 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31조).[ - ] 토석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

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

를 굴취 채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5조제4호).[ - ] 이때,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56)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법인대표
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토사채취신고
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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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

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56조).[ - ]

용도 변경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목적사업

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

내에 비농림어업인에게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1조제1

항).[ - ]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제50조).[ - ]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5조제2호).[ - ] 이때,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

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56조).[ - ]

산지 복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

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제19조제1항).[ - ] 대

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제19조제8항).[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4조제2호).[ - ]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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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산지전용신고

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거

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산지전

용기간 이내에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산지전용

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 산지의 면

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하여야 한다(제19조의2).[ - ]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

청장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제40조제1항).[ - ]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을 얻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

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

구비로 충당한다(제41조).[ - ]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

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57조

제2호).[ -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토석의 굴취 채취가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

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제39조제1항).[ - ]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이나 토석의 굴취 채취 등이 장기간에 걸쳐 이

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

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제39조제2항).[ - ]

산림청장은 용도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경우, 허

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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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거나 토석을 굴취 채취한 경우,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취소 또

는 해제된 경우,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 변경된 산지

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제44조제1항).[ - ] 산림청장은 명령

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

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제44조제2항).[ -

]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5조제6호). 

이때,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

한다(제56조).[ - ]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 신고, 토석채취허가 신고, 채석단지 안

에서의 채석신고,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다른 법률에 의하

여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산사태

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 채취를 일시

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 조림 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제37조제1항).[ - ] 산림청장

은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자는 대행자를 지정하

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게 하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 을 준용하여 대집행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산림

청장은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

우, 그 비용충당으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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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제2항).[ - ] 재해방지 또는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5조제5호).[ - ] 이때,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6조).[ - ]

국유 재산 활용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 할 수 있다.(제35조제1항) 산림청장은 신청을 받

아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제35

조제2항).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

를 받으려는 자는 토석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각종 서류

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

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34조).[ - ] 또한, 전문

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5조제3항).[ - ]

산지 조사

산지의 이용구분조사, 보전산지의 지정 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

전용제한지역의 지정 해제 등 산지의 보전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

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목

죽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제47조제1

항).[ - ] 이때, 산림청장은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

을 보상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청장과 손실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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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48조).[ - ]

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지역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

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 생태통로, 자연환

경보전 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

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보수 이

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 복구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 위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

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제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 ] 핵심구역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5조제1항). 이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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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완충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

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핵심구역 내에서 가능한 시설, 수목원, 자연

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

된 시설로,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농림어업인의 주

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전력 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의 석

회석의 노천채광,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홍보 교육시설, 신고를 한 

개인묘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다만, 산지관리법 에 의한 

산지 외의 토지에 한한다.),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설치, 위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제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 - ] 완충구역 안에서 허

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5조제2항). 이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

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조).[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호지역안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

지역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 등(보호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 등,  보호지역에 

연접한 토지 등, 백두대간의 능선이 포함된 토지 등, 보호지역이 포함

되어 있는 읍 면 동에 위치하는 폐교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 ] 보호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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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호지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 등 계속 소유한 자, 해당 토지 

등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 등 매수를 청

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1항).[ - ]

주민지원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계

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제11조의2제1항).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소

득증대사업(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복지증

진사업(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사업, 

백두대간의 복원 복구사업 또는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

치사업, 백두대간의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 육

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

사업,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소득증대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다(제11조의2제2항).[ - ]

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예 방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한 자는 산림

청,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

별자치도,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등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

게 신고하여야 한다(제7조제1항).[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

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제14조의2).[ - ]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산림 환경 분

야 비영리법인의 회원,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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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인 자, 그 밖에 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에 기여할 수 있

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제14조의3제1항). 산림청장은 재선충병명예감시원에게 그 활

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4조의3제2항).[ - ]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2제3항).[ -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제

2항).[ - ] 이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 규정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18조).[ - ]

방 제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

를 구제 예방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산림소유자등이 구제 예방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3조제5항).[ - ]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

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산림소유자등의 토지 출입에 응하여

야 한다(제3조제3항). 산림소유자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

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제3조제4

항).[ - ]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제19조제1항).[ -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

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령, 해당 임

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해당 임목 등의 양도 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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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또는 금지명령,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

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등의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제8조).[ - ] 방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14일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방제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동법 시

행규칙 제3조제2항).[ - ]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제2항).[ - ]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

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18조).[ - ]

이동 제한

반출금지구역에서는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 훈증처리 후 6월이 경

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굴취 

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제10조제1항).[ - ] 본 규정을 위반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

조제1항).[ - ] 이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

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 규정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18조).[ -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 군

수 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

아야 한다(제10조의2제1항).[ - ] 본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제3항).[ - ] 또한, 산림청장 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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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제8

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10조의2

제2항).[ - ] 이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

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18조).[ - ]

단 속

산림청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지역 안에서 소나무류를 취

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제13조제1항).[ - ] 소나무류

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비

치하여야 한다(제13조제2항). 누구든지 위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제3항).[ - ] 산림청장 및 시장 군

수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 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규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제13조제4항).[ - ] 산림청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단속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

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13조제5항).[ - ]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 ]

산림청장은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자,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생산 확인용 검인이 찍히지 아니하거나 생산 

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한 자,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백만 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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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제한

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등을 판매 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등을 보

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

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0조제2항).[ - ]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제2항).[ - ] 이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에 관하여 본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18

조).[ - ]

산림 관리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제12조제1항).[ -

] 산림소유자는 모두베기 방법에 의한 감염목등의 벌채작업을 한 

경우에는 사전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제12조제2항).

[ - ]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

는 과태료에 처한다(제19조제2항).[ - ]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 대부

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제21조제1항).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는 연차별 사업계획서57), 사업계획도58), 토사유

57) 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8) 축척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척 1천200분의 1 구분구적도에 사업 내용을 표시
한 것을 말한다.



제 2장 산지 및 산림자원 규제

56

출방지계획서59),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록

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신청자의 

인감 증명서, 산지전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60)를 첨부하여 관계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일정 요율과 산출방법61)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제23조제1항).[ - ] 산림청장은 대부 

등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등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제23조제5항).[ - ] 산림청장은 거

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등을 받은 때,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대부 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임산물 취득제한, 권

리양도 명의변경의 제산을 위반하였을 때,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또

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착오로 인하여 대부 등을 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제26조제1항).[ - ]

산림청장은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

정기간을 정하여 그 대부 등을 받은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 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다만, 제거대상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건물 또는 시설물의 기부를 조건으로 제거의무 

면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국가가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

59) 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0)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1) 국유림의 가격에 항목(농림어업소득사업, 주거용, 스키장용)별 요율을 곱하여 산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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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거의무를 면

제할 수 있다(제26조제2항).[ - ] 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위

의 조치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첫 번째 부당이득을 반환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며, 두 번째, 건물 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

행법 에 의하여 대집행한다(제26조제3항).[ - ]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5조제1항). 국유

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

려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려는 자와 연명으로 신청서에 서류 

등62)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

25조제1항).[ - ] 이때,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일부에 대한 권리만

을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하려는 경우,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허가할 수 없다(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

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제22조제1항).[ - ] 다만,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

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국유림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2조제1항).[ - ]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의 

62)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양도 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 권리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부등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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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 ] 본 규정을 위반하여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제33조제1호).[ - ]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대부 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에는 취득하지 못한다(제24조제1항)63).[ - ] 국유림의 대부등

을 받은 자가 대부등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

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지장목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목 죽

의 벌채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과 국유임산물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24조제2항).[ - ]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산물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3조제2호).[ - ]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손

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국유림을 사용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

업시행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6조제5호).[ - ] 천재지변 등으

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

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대부료 등을 평년작에 미

치지 못하는 정도에 따라 감면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

국유림 확대

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유림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8조제1항). 

63)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남부연습림 관리 임야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고로
쇠나무 수액채취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계약서의 
조항은 계약기간, 수수료, 유출량 및 채취주수, 관리책임, 수액채취방법, 채취기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서 전문은 부록(7)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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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64)를 매수할 수 있다(제18조제2항).[ - ]

국유림의 보호협약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 에 의한 산림조합,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또는 임

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영림단)로서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65)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도벌 및 불법

산지전용의 예방,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구제, 경계표주 그 밖의 표지

와 임도 사방 시설의 보호 관리, 그 밖에 자생식물 보호 등 산림보

호활동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 이 경우, 해당 국유림에

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66)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 ] 국유림 내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 받으려는 자

는 신청서에 각종 서류67)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

원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 ] 산림청장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

호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협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64) 채종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으로 필요한 산림, 자연휴양림 산

림욕장으로 필요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필요한 토지, 기념조림지 또는 교육전시
림으로 필요한 토지,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

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
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가 해당된다.

65) 국유림보호협약서는 부록(8)에 수록하였다.
66) 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 나무 가지,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생산된 산물,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 버섯류

열매류 등의 산림부산물

67) 주민의 경우 보호협약을 체결한 주민 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위
치도 또는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한 수치도면,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
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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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11조제3항).[ - ]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는 보호활동 중 보호 산

림에 이상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기관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 - ]

공동사업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

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공동사업수

행자)68)과 공동으로 농 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수목원 자연

휴양림 산림욕장 등의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운영,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그 밖에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69)을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 ] 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

립하여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사업계획에는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등70) 이 포함되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2

항).[ - ] 산림청장은 공동사업수행자와 공동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수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15조제2

항).[ - ] 이 협약에는 사업의 명칭 등71)이 포함되어야 한다(동법 시

68)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법인이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
상을 재출자 또는 재출연한 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산림 
관련 국제기구

69)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사업, 도시림 조성 및 관리
사업,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레저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70) 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사업대상지의 위치, 면적 및 개요,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그 검토에 필요한 서
류, 그 밖에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1) 사업의 목적 및 기간, 사업 대상지 및 면적, 사업의 내용 및 운영방법, 시설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사업비 조달에 관한 사항,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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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규칙 제16조제3항).[ - ] 산림청장은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경우

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대상 국유림 주변의 공 사유림 

또는 그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제15조제3항).

[ - ] 산림청장은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

록 하고 공동산림사업수행자는 사업비용을 부담하고 운영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5조).[ - ]

국유임산물 활용

산림청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자재의 공급, 재해를 입은 

자에게 재해복구에 필요한 건축자재 또는 임산연료의 공급을 위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제29조제1항).[ - ] 국유임산

물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재해예방 

또는 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

8.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

의 안전 등을 위하여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제18조제1항).[ - ]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8조제4항).[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제32조제1항제2호).[ - ]

업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협약의 변경 및 해약,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공동처리
사항, 그 밖에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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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

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3조제2항).[ - ] 자연휴양림의 지정

을 받은 자가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지정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4조제1항).[ - ] 산림청장은 자

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14조제5항).[ - ] 산

림청장은 자연휴양림의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자연휴양림조

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제15조제2항).[ - ] 자

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

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 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제17조,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제1항).[ - ]

시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거짓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7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자연휴

양림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제16조제1항).[ - ] 산림청장은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

7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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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

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제

16조제3항).[ - ] 산림청장은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제16조제4항).[ - ]

산림욕장

공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산림욕장조성계획)

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조제1항).[ - ] 

산림청장은 산림욕장조성계획에 따라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20조제6

항).[ - ] 시 도지사는 산림욕장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73), 정당한 사유 없이 승

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

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산림욕장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승

인을 취소할 수 있다(제21조제1항).[ - ] 산림청장은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제21조제3항).[ - ] 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

행법 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

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제21조제4항).[ - ]

7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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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등산로관리청은 등산로의 보호와 등산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등산

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

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제25조제1항).[ - ]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등산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5조제3항).[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

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에 출입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제32조제1항제3호).[ - ] 등산로관리청은 등산로를 보전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산로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제26조).[ - ]

산림문화 휴양 교육프로그램

산림문화 휴양 교육프로그램74)을 개발 보급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제7조제2항). 산림문화 휴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려

는 자는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 인증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

정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75),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

을 취소할 수 있다(제9조).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

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20만 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32조제1항제1호).[ - ]

74) 산림문화 휴양 교육프로그램, 숲해설가 교육과정,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이 해당
된다.

7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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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종림

채종림 등에서는 입목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 가축의 방

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19조제5

항).[ -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제74조제1항제1호).[ - ]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 채취는 채종림 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나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제19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

보안림

보안림 안에서는 임산물의 굴취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

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45조제1항).[ - ] 이를 위

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 ] 다만, 병해충의 예방 구제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를 받고 이를 할 수 있다(제45조제1항).[ - ]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입목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는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할 수 있다(제45조제2항).[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허가를 받지 못한 보안림소유자에게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제45조제4항).[ - ]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산림청장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50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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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 ] 산림청장은 보안림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을 매수하거나 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

다. 이 경우 가격 산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제45조제5항).[ -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 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소유자나 관

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 ]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제47조제3항).[ -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보안림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에 관한 제4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제47조제7항).[ - ]

산림경영계획

사유림 소유자76)는 조림면적 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어

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벌채방법 벌

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임도 작업로 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

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

다(제13조제2항).[ - ]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

거나 제3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

성하여야 한다(제13조제3항).[ -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

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제14조제1항).[ - ]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

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 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제13조

제6항).[ - ]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76)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 3절 규제의 특징

67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4조제3항).[ -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77),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78), 산

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79)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

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제15조).[ - ] 

임목벌채 & 암산물의 굴취 채취

보안림과 채종림을 제외한 산림 안에서의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

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80)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36조제1항).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

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벌채구역도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

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제10조제1

항).[ -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

로서 조림을 하지 않은 자,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

죽은 산림의 소유자,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제10조제2항).[ - ]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

7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78)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9) 다만, 산불 등 산림재해로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0) 구역면적, 벌채 굴취 채취면적, 허가수량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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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

림비용은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제10조제3항).[ - ]

보안림과 채종림을 제외한 산림 안에서의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

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36조제1항).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굴취 채취 예정구역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또

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

45조제1항)[ - ].

산림보호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와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

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0조).[ - ]

누구든지 산림이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제54조제1항).[ - ] 다만,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연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제54조제2항).[ - ]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54조제2항).[ -

]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에 들어가는 자가 화기 및 인화 발화 

물질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제54조제3항).[ - ]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54조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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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는 병해충이나 동물로 인하여 산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52조제1항),[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소

유자 산림관리자 또는 산림사업종사자 등에게 병해충이 있는 수목이

나 가지 및 뿌리 등의 제거, 종묘, 벌채목,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

의 이동 제한 또는 금지,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52조제3

항).[ - ]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

에 따라야 한다(제52조제3항).[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해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림 외의 지역

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에게도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2조제4항).[ - ]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

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제57조제1항).[ -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

가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57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 - ]

임산물 수급 통제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 조절,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81)

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한 

사유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제40조제1항).[ - ]

산림사업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82) 산림사업비의 전부 또

81) 송이버섯, 솔잎
8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임업기술지도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및 숲가꾸기의 장려,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 관리, 종묘 종균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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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제6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8

조).[ - ]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제64조제2항).[ - ]

산림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

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11조).[ - ] 산림청장은 유휴토지83)를 산림으로 전환하려

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으

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

용84)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조림의욕을 북돋우

기 위하여 필요하면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이나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12조제2항).[ - ] 

4

본 절에서는 현행 법률의 개정 경과를 분석하여, 규제 변천의 흐름

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요약컨대, 규제의 변천 유형은 산림사업의 

산 및 개발,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의 조성 관리 및 보호수의 관

리,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 관리, 자연휴양림의 조성, 
관리 및 운영,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유지 및 관리, 산림병해충의 예방
구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 국가가 임업단체에 위탁
하는 사업, 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그 밖에 산림의 경영 개발 및 산림소

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8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
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지적법 제5조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84)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변경에 소요되

는 비용, 조림 및 숲가꾸기 비용, 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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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 산림소유자에 대한 보상 강화, 임업인에 대한 권익 보호, 

처벌 완화, 절차 간소화, 정부의 적극적 개입, 규제의 명확화

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사업의 전문화

사방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

방사업의 시행자는 임도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사방사업법

(제8조)/전부개정_1994.3.24].

산림청이 수행하고 있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매수업무는 가격의 

산정 및 적정 매입시기의 결정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많은 행정력

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성 및 공신

력을 갖춘 민간기관85)이 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

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일부개정_2006.12.28].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목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

나,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목

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일부개정_2007.1.3].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 평가

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방협회를 

두도록 하였다[ 사방사업법 (제22조)/일부개정_2007.8.3].

한국등산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등산교육, 전문산악인 양성 및 지원, 

등산기술의 개발,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7

조)/2007.12.21_일부개정].

8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 2장 산지 및 산림자원 규제

72

2. 산림소유자에 대한 보상 강화

사방시설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사방사업에 의하여 시설한 공작물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교부할 수 있었던 것을 소유자에

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방사업법 (제20조)/일부개

정_1963.2.9].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적용특례를 보완하였다

[ 산지관리법 (제12조)/일부개정_2007.1.26].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며, 이때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일부

개정_2009.5.8].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에 관

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여건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

률 (제6조)/일부개정_2009.5.31].

3. 임업인의 권익 보호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

록 하였다[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타법개정

_ 1997.12.13].

지원 대상을 임업협동조합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목재집하장 등 임

산물유통시설을  설치 운영하던 자로 확대하였다[ 임업 및 산촌 진

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일부개정_1999.2.5].

품질인증 대상을 목재제품에서 임산물로 확대하였다[ 임업 및 산

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일부개정_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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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물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였다[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일부개정_2001.12.31].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산림복합경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참여하는 산주에게 경영모형과 기술을 개발 지원토록 하였다[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일부개정_2001.12.31).

산지목재비축제도를 도입하여 벌채기에 도달한 입목의 벌채를 일정

기간 유보하고 벌채유보에 따른 산주의 손실예상액의 일부를 장기 저

리로 지원함으로써 산림을 장기 안정적으로 경영하도록 하는 한편, 

자원보유국의 수출규제에 대비한 목재자원 비축과 크고 품질 좋은 국

산재의 생산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증대, 환경보전 및 산주의 소득증

대를 기하고자 하였다[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

조2)/일부개정_2002.12.26].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

여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일부개정_2004.12.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

별법 (제14조의2)/일부개정_2006. 9.27]. 

국민에 대한 규제완화차원에서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

로부터 수익을 받을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하였다[ 사방사업법 (제18조)/일부개

정_2006.12.28].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목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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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일부개정_2007.1.3].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도록 하였다[ 산지관리법 (제19조2)/일부개정_2007.1.26].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채 산

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복구비를 반환토록 하였다[ 산

지관리법 (제43조)/일부개정_2007.1.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등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림문

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일부개정_2007.12.21].

4. 처벌 완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양벌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

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

하지 않도록 하였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일부개정

_ 2009.3.5].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

를 한 경우 벌금 부과를 과태료로 전환하였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4조)/일부개정_2009.5.8].

5. 절차 간소화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아니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농림부장

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을 하도록 하였다[ 사방사업법

(제4조)/일부개정_1963.2.9].

사방사업의 원활화를 위해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벌채 또는 

형질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한 벌채허가 등을 따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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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사방사업법 (제6조)_전부개정,1994.3.24].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타 국가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승인 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사방사업계획을 제

출한 후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방사업법 (제6조)/

일부개정_1999.2.5].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작업

을 실시한 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

제특별법 (제11조)/일부개정_2006.9.27].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변경 허가에 있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관리

법 (제14조, 제25조)/일부개정_2007.1.26].

6. 정부의 적극적 개입

사방지안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나 수지의 

채취 개간 방목을 금하였다.[ 사방사업법 (제14조)/일부개정_1968.5.21].

목재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일부개정_2004.12.31].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을 지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산림청장

이 완충지역 안의 토지 등을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 수목/일부

개정_2004,12.31],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일부개정

_ 2004.12.31].

국립수목원 조성부지가 사유지인 경우가 많으며,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 등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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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공익목적의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토지 등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일부개정_2005.3.31].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7조의2)/일부개정

_2006. 9.27].

반출금지구역을 피해지역에서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대통령

령이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일부개정_2006.9.27].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

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도록 하

였으며,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일부개정_2006. 

9.27]. 단속에 있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

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동차 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규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일부개정_2006.9.27].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관련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수목

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일부개정_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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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는 경우, 사업계획이 구체

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수목원 조성 및 진

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일부개정_2007.1.3].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

으로 지정하고 토석채취지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안하였다[ 산지관리

법 (제25조의2,3,4)/일부개정_2007.1.26].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의 산지매수청구제도를 신설하였다[ 산지

관리법 (제13조의2)/일부개정_2007.1.26].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산지의 지목변경을 제한토

록 하였다[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일부개정_2007.1.26].

산지전용이나 토석의 굴취 채취 등이 장기간 걸쳐 이루어지거나 경

관 또는 산림재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만료 전에 중간 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관리법 (제39조)/일부개정_2007.1.26].

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

는 미리 기본계획과 사방사업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사방사업법 (제7

조의3)/일부개정_2007.8.3]. 

국가 등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매수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대상

을 토지에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일부개정_2009.3.5].

수목원예정지 안에서의 산지 전용이나 건축물 신축 등의 개발행위

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일부개정_2009.5.8]. 

토지매수에 있어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지

역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일부개정_200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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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동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백두대

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일부개정 2009.5.31]. 

7. 규제의 명확화

개별 법률에 의한 기금은 일반회계에 비하여 투명성이 낮고,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등으로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바, 재정지원 시,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 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토록 하

였으며, 시행령에 있던 대상 산림사업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였다[ 임

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타법개정_1999.12.31].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2년의 범위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

한 법률 (제11조)/일부개정_2001.12.31].

소나무재선충병은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피해목을 

발견하여 방제작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재선충병 감염

우려목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안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

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로 따로 정의하였으며[ 소나무재선

충병 방제특별법 (제2조)/일부개정_2006.9.27],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던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

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5조)/일부개정_2006.9.27].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방지 안에

서의 행위제한사유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였다[ 사방사업법 (제14

조)/일부개정_2006.12.28).

수목원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직접 규정하였

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일부개정_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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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사유를 법

률에 직접 규정하였다[ 산지관리법 (제11조)/일부개정_2007.1.26].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용도변경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다[ 산지관리법 (제21조)/일부개정_2007. 

1.26].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해제 사유 법률에 명시하였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2,3,4)/일부개정_2007.1.26].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각하거

나 직권 양여하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다[ 산지관리법 (제

35조)/일부개정_2007.1.26].

사방사업을 계획적 체계적인 사전 예방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

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의 보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지사방사업을 산

사태예방사업, 산사태복구사업, 산지보전 복원사업으로, 해안사방사

업을 해안방재림조성사업과 해안침식방지사업으로, 야계사방사업을 

계류보전 복원사업과 사방댐설치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 사방사업법 (제3조)/일부개정_2007.8.3].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의 지정 기준이 되는 거리를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

고 있던 것을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일부개정_2007.12.21].

산지보전 복원사업을 산지보전사업, 산지복원사업으로, 계류보전

복원사업을 계류보전사업과 계류복원사업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 사방사업법 (제3조)/일부개정_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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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규제 구조

산지 및 산림자원 관리와 관련한 법률은 명령통제형[ - , , , 

], 시장유인형[ - , ], 자율관리형[ - ]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라 볼 수 있다. 예컨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보안림 관련 규제86)는 그림 2 와 같이 좌하부터 [행위제한-벌칙-허

가/신고-손실보상-신청]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의 국유림보호협약 관련 규제87)는 그림 3 과 같이 

좌하부터 [협약체결-지원-신고(의무)-해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처럼 

산지 및 산림자원과 관련한 법률의 규제는 필요한 규제 요소만을 모아 

저마다 다르게 배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보안림의 규제규조

 

그림 3 국유림보호협약의 규제구조

86) 제43조, 제45조, 제50조, 제73조 
87) 제11조,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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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경과

규제 현황 및 규제의 변천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명령통제형 요

소에 시장유인형 요소(산림소유자에 대한 보상 강화, 임업인의 권익 

보호, 절차 간소화)가 포함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규제 주기의 관점에서 그림 4 와 같은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규제의 주기(cycle)

첫 번째, 비시장재를 재화로 하는 시장의 실패, 두 번째, 비시장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부의 개입, 세 번째, 규제의 강화, 네 번째, 정

부 주도의 재화 공급에 있어서의 한계 노출(정부의 실패), 다섯 번째, 

시장유인형 방법을 활용한 잠재 주체의 참여 유도(규제완화)이다. 여

섯 번째, 자유시장으로의 전환이다(전재경, 2009). 현행 산지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규제 단계는 다섯 번째인 규제 완화의 과정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3. 규제의 모형

현 시점이 규제 완화의 단계라고 했을 때, 현재의 산지 및 산림자원 

관련 규제는 그림 5 와 같이 공급자인 산림소유자(국가, 지방자치단



제 2장 산지 및 산림자원 규제

82

체, 개인)가 수요자(일반국민, 산촌주민)에게 산림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변형된 형태의 시장 모

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산림 및 산지 관리 시장 구조

 

여기서 산림서비스는 시장재(market goods)와 비시장재(non-market 

goods)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재라 함은 목제품(timber products)과 비

목제품(non-timber products)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형의 재화를 말

한다. 반면, 비시장재라함은 경관, 수자원함양, 탄소배출권, 생물다양

성, 휴양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통해서 달성되는 무형의 재화를 

말한다.

그림 5 의 산림 재화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정 목적을 띠는 구역을 지정하여 

행위를 제한하는 유형이다. 이는 비시장재의 성격을 띠는 산림서비스

를 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즉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지정 구역 내에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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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함에 있어, 출입 전용 용도변경 등의 제한 금지 수단을 활용

하고 있으며[ -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 벌충 과태료 

부과 및 명령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 ]. 한편 국가의 효율적

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사유림이 전체 산림면적의 68.6%88)를 차지하고 있

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를 위한 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의 침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

한 산주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사업 등의 지원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 ].

두 번째는 그림 6 과 같이 공급자와 사업자 등을 산림사업 시행자

로 참여토록 유도하여 정부를 보완하여 산림 재화를 공급토록 유도하

는 유형이다.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시행,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있어 산주 등을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불요존국유림을 산림사업자 

등에게 대부하고 있다. 산림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조

합 등 전문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또한 자율관리형 요소를 

추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산림청장의 설

립허가를 받은 법인 등과 함께 국유림에서 산림공동사업을 시행하며, 

지역주민, 산림조합, 학교, 영림단과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국유림 내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국토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관리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정부의 손이 닿지 

못하는 부분(예:사유림,공유림)까지 관리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정부

는 각 주체들이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

준을 요구하여 신청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승인 허가 지정 인증

하고 있다.[ - ]. 또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토

록 하고 있다.[ - ]. 한편, 산림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한 주체들에게

88)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산림면적 6,383,449 가운데 사유림의 면적은 4,384,379
임(산림청,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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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정지원, 국유 임산물 양여, 입장료 징수 허가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 ] 이에 대한 검사 감독을 통해 참여자들이 허가 등을 받

은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허가 승인 지정 등의 취소, 지원분 

반환, 복구명령, 과태료 및 벌칙 부과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 ] 

그림 6 산림사업 시행자를 통한 산림재화의 

공급 개념도

세 번째는 산불 , 병해충 , 산사태로부터의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하여 산

림서비스 수요자에게 산림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 - ]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및 벌칙 등의 제제 수단을 사용[ - ]하는 유형이다 .

4.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현행 규제

규제의 경과 및 현행 규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장유인형 및 자

율관리형 요소들이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

는 2000년 이후, 각종 국제협약에서 각국에 요구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이행하고, 21세기의 다양한 산림수요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

한 과정, 즉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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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프로세스 FSC ITTO

1. 생물다양성 보전
2. 산림생태계의 생산
력유지

3. 산림생태계의 건강
과 활력의 유지

4. 토양 및 수자원보전
과 유지

5. 지구적 탄소순환에 
기여하는 산림의 유지

6. 사회적요구에 대응
한 장기적 다면적인 

사회경제적 편익의 유

지와 증진

7. 산림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

한 법적 제도적 및 경

제적 틀

1. 관련 법과 국제 조
약의 준수여부

2. 명백하게 정의된 장
기 보유권과 사용권리

3. 지역주민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인정

4. 장기간에 걸친 산림 
사업자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 경제적 혜택 

유지 및 증진, 국제노동
기구 조약에 명시된 노

동자의 권리 준수 여부

5. 임산물에 대한 혜택
의 공유 및 공정한 사용

6. 벌채로 인한 환경 
영향 감소 및 숲의 온

전성과 생태 기능 유지

7. 산림 경영계획의 합
리적이고 지속적인 개

정

A. 전국차원의 지속성
1. 산림자원
2. 임산물의 계속적인 
생산

3. 환경적 관리의 수
준

4. 사회 경제효과
5. 제도적 틀

B. 산림경영단위차원의 
지속성

1. 자원의 보전
2. 목재생산의 계속성
3. 동식물의 보전
4. 환경적 영향의 허
용수준

5. 사회 경제적 이익
6. 계획정책과 실행에 
대한 조정

표 5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구성요소

여기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란, FAO 정의에 따르면 지속가

능한 개발의 원리에 따라 산림을 관리하는 것으로 , 현재 그리고 미래에

도 산림의 생물다양성 , 생산성 , 재생능력 , 활력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태 , 경제 , 사회 기능에 대하여 지역적이고 또한 전세계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때 , 관리는 다른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구성요소를 

정의함에 있어, 기구 및 단체가 규정한 항목은 표 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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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프로세스 FSC ITTO

8. 산림의 상황, 산림 
경영 활동, 사회 환경
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

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평가

9. 환경과 사회적 가치
를 우선시 하는 High 
Conservation Value 
Forests (HCVFs)의 유지 
여부

10. 위의 모든 것을 준
수하고, 식재는 산림 
재생과 천연림 보전에 

기여하는지 여부 

표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구성요소로 생

물다양성 및 활력도와 같은 산림의 생물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

회 경제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토록 하고 있다. 이때, 지역주민의 권

리에 대한 존중과 인정은 산림 관리의 자율관리형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 편익 또는 이익의 강조는 산

림서비스의 다양한 편익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자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경제적 혜택 유지는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적절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장유

인형 요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남부학술림과 수액계와의 협약을 통

한 산림보호관리제도는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편익을 제고한 좋은 사

례라 할 수 있다. 손철호 윤여창(2002)은 학술림에 대한 인식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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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 계약이 학술림에 대한 인식제고에 가장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윤여창 이지혜(2004)는 고

로쇠나무 수액 채취가 주민 임업소득의 88%89)를 차지함을 밝혀냈다.

한편, 우리나라 산림 규제의 변화는 아시아 산림관리의 패러다임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an Liu 외(2005)는 아시아 산림관리의 

패러다임 변화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

(Decentralization)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정부 주도의 

관리에서 시장 및 공동체에 그 역할을 위임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산림 규제 변화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89) 기타 12%는 수실(6%), 표고버섯(3%), 산나물(3%)로 구성된다.



제 1절 법철학적 분석

89

제 3 장 규제현황 분석
1

1. 실효성 분석90)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에서는 그림 7 과 같이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

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4조), 보전산지로 구분된 산지는 타용도로의 전용을 제한하고 있다

(제12조).

그림7 전국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현황

* 출처 : 환경지리정보(환경부)

90) 어떠한 규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인가[실효성] 여부는 타당성 다음에 
따르는 문제이다. 규범은 타당성을 중시하지만 규제는 실효성을 중시한다. 너무 많
은 또는 정교한 규제 장치는 규제비용을 증가시키고 고비용은 규제의 실효성을 떨

어뜨린다. 비용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우면서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가 감시자와 사업자의 분리 및 견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효성이 결여된 현행 규
제의 방법 또는 수단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하여 실제로 잘 작동되지 아니하여 해

당 규제 장치가 있으나 마나하는 사례 또는 현상을 분석한다(전재경,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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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의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8 과 같이 보전산지에 대한 전용이 증가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이 시

행된 2003년 이후, 5년 동안 전용된 면적은 33,215 로, 여의도 면적

의 39.2배에 달한다. 보전산지의 전용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9

와 같이 골프장 및 도로로의 전용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8 산지전용면적 추이(단위: )

         * 출처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 2003,2004,2005,2006,2007

그림 9 2007년 보전산지 전용면적 비율(단위%)

              * 출처 : 산림청,2008, 2008 임업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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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21일, 산림청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

료에 따르면, 그림 10 과 같이 골프장으로 승인된 산지의 면적이 계

속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 3,418 면적의 산지가 골프장으로 승인

되었으며, 2009년 상반기까지 1,580 의 산지가 골프장으로 승인되었

다. 또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골프장으로 승인된 보전

산지의 비율은 45%였으며, 2008년에는 53%로 높아졌다.

그림 10 골프장으로 승인된 산림면적(단위: )

* 출처 : 오관철, 2009, 산 깎아 골프장’ 10년 새 최대 , 경향신문 

2009년 9월 21일자 기사

산지관리법의 규제가 보전산지의 전용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전산지의 지가가 준보전산지에 비하여 낮기 때문이다. 이는 공익적 

가치가 지가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보전

산지가 준보전산지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법률이 산지전용을 억제한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데 따른 실효성의 문제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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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탈법 현상 분석91)

산지전용

현재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녹지가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경우, 

중요한 녹지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한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산지와 관련한 법률에 마련되어 있는 기준은 산지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따른 입목축적이다. 입

목축적이라 함은 특정 산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의 부피총량을 1

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를 말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92)에 

의해 당 임목축적이 관할 시 군 구의 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상일 때 산지 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나무의 양이 평균의 1.5

배 이상인 경우,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문

제는 개발을 원하는 자들이 수목을 고의로 고사시키거나, 산림을 가

꾸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고의로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

다93). 이는 개발 주체들이 규제를 인지하고, 이를 역으로 활용하여 개

발 허가를 받아내는 일종의 탈법(脫法) 현상이라 볼 수 있다. 

91) 규제의 설계가 잘못될 경우에는 규제 제도와 집행 실제가 분리되는 즉 규제제도
는 존재하지만 우회당하는 현상[탈법현상]이 빚어진다. 교육 부문과 같이 규제자가 
정부개입이 강하면서 탈규제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크되 규제자가 모든 일상을 감

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탈법이 빚어지기 쉽다. 규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같
은 현상이 빚어진다. 이 연구에 서는 규제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해당 규제가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본인의 행위가 규제대상임을 잘 몰라 어떠
한 위반행위를 범하거나,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수긍하면서도 ‘도덕적 해이’ 등으
로 인하여 어떠한 위반행위를 범하는 사례 또는 현상을 분석한다(전재경, 2009b)

92) 제20조 제4항과 관련한 별표 4 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

별 세부기준 11째 항에 제시되어 있다. 표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9)에 수록하였다.
93) 신미산개발은 2002년부터 안성시 미리내 성지 인근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개발
을 추진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골프장 예정부지에 안성시가 2002년과 2004년 간벌
사업과 2004년 개발허가를 내주었으며, 신미산개발은 개발허가시 간벌 및 개벌 내
역을 누락하여 입목축적 조사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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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지역 등급 명 칭 내 용

육 

지 

권

개 

발 

지 

1
시 가 지 

조 성 지

녹지식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구(해안, 
염전, 암석 나출지 및 해안사구)

2 경 작 지 논 또는 밭 등의 경작지구

표 6 녹지자연도 등급의 사정기준

2. 부정합성 분석94)

녹지보호 기준

앞서 탈법현상으로 지적한 녹지 보호를 위한 기준에 있어 타 법률

에 규정된 기준 간의 부정합성 역시 존재하고 있다. 타 법률에 의하여 

녹지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에 근거하여 작성된 녹지자연도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한 생태자연도가 있다. 녹지자연도라 함은 녹지의 자연성을 나타내

는 지도이다. 인간에 의한 인위적 개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물

군락의 종 조성을 기반으로 녹지성과 자연성을 고려하여, 표 6 과 

같이 육지지역을 0에서 10까지 11 등급으로 나누어서 표시하는 지표

를 말한다. 그 등급이 클수록 자연에 가까운 원시상태를 의미하는 동

시에 파괴 요인에 민감한 식생임을 의미한다. 녹지자연도를 기준으로 

대상지역이 7등급 이상으로, 급경사지역이 사업면적의 50% 이상이면, 

개발이 제한되거나 중점검토 대상지역이 된다.

94) 법은 보편성과 기술성을 속성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도입된 기술적 
법령들을 강제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규범이 문화규범 내
지 도덕규범과 지나치게 유리되거나 상충될 경우에는 법의식 내지 법감정상의 충

돌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법제는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형평
성이 무너질 경우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정부-시
장-공동체의 규범이 부조화를 빚을 경우에 갈등위험이 증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어
떠한 규제가 유관 정책 또는 규범 등과 잘 연계되지 아니하여 - 서로 엇박자가 생
겨 - 규제의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지 아니하는 사례 또는 현상을 분
석한다(전재경,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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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지역 등급 명 칭 내 용

역 3 과 수 원
경작지나 과수원, 묘포장과 같이 비교적 녹지
식생분량이 우세한 지구

완 

충 

지 

역 

반 

자 

연 

지 

역 

4
이차초원 

(A)

잔디군락이나 인공초지(목장)등과 같이 비교
적 식생의 키가 낮은 1차적으로 형성된 초원
지구

5
이차초원 

(B)
갈대, 조릿대군락 등과 같이 비교적 식생의 
키가 높은 이차적으로 형성된 초원지구

6 조 림 지
각종 활엽수 또는 침엽수의 식재림 지구(조림
지구), 수원사시나무, 낙엽송, 잣나무 등

7
이 차 림 

(A)

일반적으로 이차림이나 불리는 대상 식생지구

(자연군락이 인간의 영향에 의해 성립되었거
나 유지되고 있는 군락, 즉 천이과정의 서이
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군락 등 유령림 약 
20년생까지)

보 

존 

지 

역 

자 

연 

지 

역 

8
이 차 림 

(B)

원시림 또는 자연식생에 가까운 이차림 지구 

신갈나무, 물참나무, 가시나무 맹아림(벌채 후 
줄기아랫부분에 싹이 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형성된 숲) 등: 소위 장령림, 약20-50년생

9 자 연 림

다층의 식생사회를 형성하는 천이의 마지막에 

이르는 극상림지구, 가문비나무, 잣나무, 분비
나무, 등의 고령림. 약50년생 이상

10
고사자연 

초 원

자연식생으로서 고산성 단층의 식생사회를 형

성하는 지구 지리산 세석평전 등 고산지대의 

초원지구

수권 수역 0 수 역 저수지, 하천유역지구(하중사구 포함) 

* 출처 : 환경부, 2004,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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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라 함은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그림 11 과 같이 1~3등급으로 등급화한 지도를 말한다. 1

등급 지역은 야생동 식물 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

생동 식물의 주된 서식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2등급 지역은 1등급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

의 외부 지역으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3등

급 지역은 1등급, 2등급,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외의 지역으

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95)이다.

그림 11 생태자연도 등급별 현황

* 출처 : 김지연 외, 2009, Mapping and Application 

of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in Korea

95) 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1등급 지역이 7%, 2등급 지역이 39%, 3등급 지역이 
45%, 별도관리지역이 9%를 차지하고 있다(김지연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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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는 개발 계획을 허가함에 있어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생태 자연도의 활용대상 등)에

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

른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 도 환경보전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

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수립 

시 생태자연도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지전용에 대한 기준으로, 두 개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3가

지 기준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기준들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다. 즉, 산림의 자연성과 입목축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그림 12 와 같이 침엽수림이 활엽수

림보다 임목축적이 높게 나타난다.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소나무림과 기타활엽수림을 비교하면, 그림 13 과 

같이 소나무림의 입목축적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의 관계를 

갖지 않는 입목축적과 생태자연도 및 녹지자연도의 기준이 상충하는 

지역의 경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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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침엽수와 활엽수의 입목축적 

비교(단위: / ) 

*출처 : 산림청, 2008, 2008 임업통계연보

그림 13 소나무림과 기타활엽수림의 

입목축적 비교(단위: / ) 

*출처 : 산림청, 2008, 2008 임업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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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규제의 구조연구
1 96)

산림경영계획의 법적 근거는 1961년 제정된 산림법97) 에 있었다. 

이 법에서는 1단지 100정보(100 )98) 이상의 사유림 소유자로 하여금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제8조). 

이후, 법률 개정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이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있어 

변화가 있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선정에 있어 “1단지100정보이상”의 단서가 

삭제되었으며, 사유림의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산림조합이 영림계획을 대신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

록 하였다(일부개정_1970.1.1). 

사유림의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산림조합이 

대신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그 경비를 산림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림소유자가 그 산림과 인접한 산림소유자와 

협업으로 산림경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으로 영림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전부개정_1980.1.4). 

영림계획을 영림기술자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가된 내용대로 시

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도록 하였다(일부개정_1990.1.13).

96) 해당 규제가 존속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소멸되어야 할, 즉 ‘시대적 사
명을 다한’ 또는 ‘시대착오적’인 존재가 아닌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규제주기 관
점에서 현재의 규제가 당초 주기의 단계를 잘못 선택하였거나, 순환주기를 거스르
는 측면이 없었던가를 분석한다(전재경, 2009a)

97) 제8조(영림계획), 제35조(국유림의 영림계획), 동법 시행령 제8조(영림계획구), 제9
조(영림계획의 작성절차), 제10조(영림계획의 작성), 제23조(국유림의 영림계획)

98) 1정보는 3,000평(9,918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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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을 통하여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시장 군수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영지도등

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전문개정_1999.2.5)

요약컨대,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에게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도록 하

였던 것을 1999년 2월 5일 전문개정을 통하여 신청하는 자에 한하여 

작성토록 한 것이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의무제

를 폐지하고 자율선택제로 전환하였다. 

한편, 2005년 산림법 폐지 이후,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되었다. 사유림 소유자의 산림

경영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사유림 소유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제13조제2항), 

산림법 에서처럼 산림소유자에 대한 작성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

다. 이처럼 1999년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의무제’에서 

‘권장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림 14 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작성 면적

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그림 14 산림경영계획 작성면적(단위:1,000 )

         * 출처 : 산림청, 2006,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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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과 달리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제정 당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

소유자에게 비용 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 금리상의 우대조치를 

규정(제13조제6항)하는 시장 유인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3년 동안의 산림경영계획 작성 

면적은 그림 15 와 같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2008년의 경우, 전체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면적 5,989,287 가운데 3,100,571 이 작성되

어 작성률은 52%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작성 의무가 있는 국유림99)

을 제외한 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작성률은 40%에 그치고 있다.

그림 15 공 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작성면적 추이(단위: )

* 출처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2004,2005,2006,2007,2008)

이를 그림 4 의 규제 주기의 관점에서 보면, 의무제에서 권장제로

의 전환은 세 번째 단계인 규제의 강화에서 여섯 번째 자유시장으로 

전환으로 단계를 건너 띤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산림경영

99) 국유림은 산림법  제73조와, 국유림 관리와 경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
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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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5년, 산림자원의 조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제정과 함께 도입된 시장유인책(제13조제

6항)이 그림 1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규제 주기 관점에서 볼 때, 규제 주기의 

역행에 따른 문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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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교차분석100)

1 101)

1. 임 가

산림 관련 법률에서는 보호 등을 위하여 표 7 과 같이 일정 구역

을 지정하여 행위제한 등의 수단으로 규제하고 있다. 사유림이 전체 

산림 면적의 68.6%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지역을 지정함

에 있어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백두

대간보호지역, 국립수목원완충지역, 등산로, 보안림 등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역 내 외의 토지를 매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최근 5년 동안 국유림 취득 실적은 표 8 과 같으며, 백두대간보

호지역 내외의 매수 실적은 표 9 와 같다.

한편, 산림청은 2006년 토지매수 10개년 계획 을 통해 백두대간보

호 기본계획기간(2006~2015)내 매년 6천ha씩 10년 동안 총 6만ha의 사

유지를 매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사유지 

약 35천ha 중 사찰소유 15천ha를 제외한 20천ha와 보호구역 밖 40천

ha 매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표 8 과 같이 기본계획이 시행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실적 대비 달성률은 평균 32% 수준에 그치

고 있다.

100) 교차분석은 어떠한 규제영역에서 시장 및 공동체와 정부정책, 그리고 법제의 대
응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고, 시장 및 공동체와 정부정책 그리고 법제가 따로 움직
여 정책과 법제 사이의 격차(gap)가 빚어짐으로써 정부규제가 전반적으로 부적절해
지는 괴리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이다(전재경, 2009a).

101) 특정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실제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방법이다(전재경, 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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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관계법률
행위

제한

벌 

칙

휴식

년제

매 

수

매수

청구

교 

환

지 

원

사방지
사방사업법(제14조, 

제27조)
× × × × ×

목재비축림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 × × × ×

수목원조성예

정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 × × × × ×

국립수목원완

충지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 × ×

보전산지 산지관리법(제12조) × × × × ×

산지전용제한

지역
산지관리법(제10조) × × × × ×

토석채취제한

지역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 × × × ×

백두대간보호

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 3, 

제11조의 2제15조, 
제16조)

× ×

반출금지구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 × × × ×

자연휴양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2조)

× × ×

표 7 산림관련 보호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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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매수( ) 5,937 11,680 13,100 12,543 12,033

교환( ) 3 1,872 39 176 453

관리환( ) 6 0 461 138 1,693

무주 은닉재산( ) 3,766 618 51 0 161

매수금액(천원) 21,710,004 44,211,723 63,626,475 75,070,205 83,923,927

* 출처 : 산림청, 2008, 2007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표 8 국유림 취득 면적 추이

보호지역 관계법률
행위

제한

벌 

칙

휴식

년제

매 

수

매수

청구

교 

환

지 

원

등산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제32조)

× × ×

채종림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 × × × ×

보안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 제45조, 
제50조)

× × ×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제45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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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5 2006 2007 2008

매수목표( ) - - 6,000 6,000 6,000

매수실적( ) 934 338 3,357 1,279 1,296

달성률(%) - - 55.9 21.3 21.6

매수금액(천원) 2,280,202 1,226,178 1,407,000 7,741,000 6,862,000

* 출처 : 산림청,2006, 토지매수 10개년 계획

표 9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외 매수실적

이처럼 국가가 토지 매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규제와 

그에 다른 정책이 시장에 의해 형성된 토지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을 판단된다. 2008년의 매수된 토지의 평균 매수 가격은 529

원/ (1,747원/평)으로, 2008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국 공시지가102)

의 녹지지역의 지역별 최저값의 평균인 17,932원/ 103)와 비교했을 때, 

비현실적인 가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산림 관련 법률104)이 백두대간

을 공익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시장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데 따른 문제, 즉 규제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차이105)로 인한 문제라 볼 수 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년 동안 매수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10 과 같이 백두대간보호지역 밖에 대한 매수

102) 국토해양부, 2008, 2008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103) 시 군 구별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수준에서 녹지지역의 전국 최고값은 

5,250,000원/  (서울)이었으며, 최저값은 130원/ (경북)이었다(국토해양부, 2008).
10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에서 백두대간을 행위가 제한되는 보전
산지(공익용산지)로 구분하고 있다.

105) 환경재의 경우, 준사유재나 순수공공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가격이 존재하여도 환경재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권오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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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약 5배 높다. 이는 규제를 통한 매수 방법으로 백두대간보호

지역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실효성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연도별
계 보호지역 내 보호지역 밖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계 992 7,082 32,591 194 1,094 5,248 798 5,988 27,343

’05년 248 2,393 10,660 55 364 1,350 193 2,029 9,310

’06년 468 3,397 14,189 108 566 2,459 360 2,831 11,730

’07년 276 1,292 7,742 31 164 1,439 245 1,128 6,303

* 출처 : 산림청, 2008,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유지 매수 현황, 국회관련정보
공개

표 10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유지 매수 현황

(면적 : ha, 금액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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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대안연구106)

1 ( ) 107)

1. 산림서비스 창출 기금

제 장의 규제 현황 분석과 제 장의 교차 분석을 통하여 보전산지

와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의 보호지역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시장 가격

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역설적이게도, 산림

청은 2005년을 기준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을 그림 16 과 같이 

65조 9066억 원이라 발표한 바 있다.

그림 16 2005년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단위:%)

* 출처 : 산림청, 2008, 2008 간추린 산림통계

106) 대안의 설정, 즉 규제의 재편에 있어 그 경로는 규제의 폐지 내지 복원, 규제사
무의 이관, 규제 모형의 도입과 쇄신, 규제실체와 절차의 개선이 있으며, 그 방법으
로는 비규제화와 규제의 이관, 행정규제의 적정화, 사후적 규제의 활용을 들 수 있
다(전재경, 2009b).

107) 기존 규제의 모형을 새로 세우거나, 바꾸는 방안을 말한다. 예컨대 명령통제형 
규제를 유인형 규제로 바꾸거나 자율관리형 규제로 바꾸는 등의 방안은 패러다임 

변경에 해당한다(전재경, 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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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공익적 가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산림 자원에 대한 보

호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체 산림의 68.6%를 소유하고 있

는 산주108)들은 산림 공익적 가치를 공급하는 데 따른 적절한 보상

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숲 가꾸기 등을 통한 산림 경영 및 타 용

도로 전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

린원 외(2007)는 산지 및 산림자원 관련 법률에 규정된 현행 보조금 

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적정 

수준의 산림환경서비스 기능을 공급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여, 정부

가 최소 수준의 공익적 기능을 책임지는 역할로 한정되고 있다고 지

적한 바 있다.

그림 17 소유별 평균 입목축적(단위: / )

*출처 : 산림청, 2008, 2008 임업통계연보

108) 2007년 현재 산주의 수는 2,252,82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소재 산주 수는 
1,149,471명이며, 부재 산주 수는 1,103,350명이다(산림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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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그림 17 과 같이 국유림이 사유림보다 임목축적이 높

다109)는 이유 등을 들어 국유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간, 국유화 실적 

부진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유림 내 사권이 설정된 토지 매수를 가능

케 하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 규정 을 개정하는 등의 보완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에 산림청이 수행하고 있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매수업무는 가격의 산정 및 적정 매입시기의 

결정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많은 행정력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성 및 공신력을 갖춘 민간기관110)이 

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6항)을 신설하여, 그 효율

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지금처럼 국가가 산림 소유자를 대신하여 해당 산지를 국유화하는 

것, 즉 국가가 공익적 가치를 산주를 대신하여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 확보와 배분의 우선순위의 문제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가가 매수 청구자의 의견을 수용, 매수 단가의 비현실

성을 극복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추가로 부담

되며, 그림 18 과 같이 그 비용이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기형적 시장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가 취득한 

이후에 관리에 있어서도 담당 직원을 상주케 하고, 대부를 하는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109) 2008년을 기준으로 국유림의 입목축적(123.9 / )은 사유림의 입목축적(88.9 /
)의 약 1.4배이다(산림청, 2008). 

110)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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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기형적 시장 구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때, 산주는 

원래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주린원 외(2007)는 산림에서 발휘되는 다양한 산림서

비스를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수준까지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기반 한 경제적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면서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111)’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111) 환경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Environment Services)라 함은 환경서비스의 수혜
자가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계약형태의 총칭이다(주린원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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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산림서비스 창출 기금’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그림 19 와 같이 기형적112) 시장 구조

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중간 고리, 즉 수요

자로부터 공급자로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창구를 의미

한다. 이때,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할 수 없는 이유는 산림 재

화 가운데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비경합성113) 비배타성114)이라는 속

성을 갖는 바, 무임승차자(free rider)로 인하여 공급분에 대한 지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19 기금을 통한 시장 구조의 정상화 모델

즉, 수요자로부터 일종의 기금(fund)을 제도화하여, 공급자인 산주에

게 산림 공익 서비스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 즉 임업소득을 제공한다

는 것이다. 이는 세금과 달리, 수요자의 기여분이 특정 목적성을 띤다

는 데에 차이점이 있으며, 규제의 평가액과 시장의 거래액의 격차를 

보완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112) 수요자로부터 공급에 대한 지불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자인 정부가 이를 
대신 지불하는 구조를 말한다.

113) 한 개인에 의한 서비스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이용 가능한 물량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114) 소비자가 해당서비스에 값을 소비하지 않아도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음을 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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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을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임가에 대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그림 20 과 같이 임가의 소득이 농가나 

어가에 비해 낮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산주 및 임업인의 이탈 방지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0 2008 농가 임가 어가 소득 자산 부채 비교(단위:만원)

소득, 자산, 부채

*출처 : 산림청, 2009, 2008 임가경제조사 결과와 의의 , 월간 산림
(2009, 6)

한편, 교토의정서에서 산림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을 인정함115)에 

따라 국제적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있어서 산림 부문이 크게 주목받

고 있다. 국내에서 산림 부문의 자발적 시장을 개설된다면, 배출 의무

를 지는 기업이 산림 사업에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은 산주에게 산림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 반대급부로 

산림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말이다.

115) 교토의정서 3.3, 3.4조에서는 탄소배출권 흡수 산림활동으로 신규조림(Afforestation), 
재조림(Reforestation),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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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에서는 탄소배출권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등 산림서비

스 가치를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려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바116), 

향후, 탄소배출권, 생물다양성 등의 산림 가치를 통합하는 방안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산림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산지의 타 용도 전환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2. 산림인증제의 활용

제 장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있어, 규제 주기 단계의 건너 띰과 

역행으로 인하여 현행 규제의 유명무실화를 지적한 바 있다. 현 상황

에서 시장유인형 요소의 추가 및 강화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율의 

증가를 이끌 수 없다. 이미 산주들이 규제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여

기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주기의 관점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서는 현 상황을 시장의 실패로 간주하고, 규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

다. 하지만, 부재산주 비율이 높고, 5 미만의 산림을 소유한 개인이 

90%를 차지하며, 산림 투자의 내부수익률이 낮고, 산림서비스에 대한 

지불이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산

림경영계획의 의무화는 산주의 반발을 일으킬 소지가 크며, 국가의 

행정비용도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산주 스스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

제 주기를 탈피해야 한다. 즉,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산림인증제를 활용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산림인증제(Forest Certification)라 함은 독립적인 제3자가 산림의 관리

가 미리 정해 놓은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기준들을 충족시키는가를 

116) 이와 관련하여 환경서비스 지불제(Payment of Environmental Service) 도입이 국
제적으로 검토되고 있다(주린원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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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여 이를 문서로서 증명하는 절차를 말한다(Ghazali Simula, 

1994 1996). 인증 받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시장에서 차별화되도

록 거래되게 함으로써, 산림 소유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끌고

자 한 것이다. 이는 명령통제형 규제가 아닌 시장 원리에 입각한 수

단이라 볼 수 있다.

산림인증제는 1993년 설립된 민간 산림기구인 산림관리협의회(FSC, 

Forest Steward Council)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실시하였다. 이후, 북아

메리카, 유럽 등 지역별 산림인증시스템과 국가 내 자체적으로 운영

하는 산림인증시스템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117). FSC의 경우, 산림

인증면적은 그림 21 과 같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 9월 현재, FSC

의 인증을 받은 우리나라의 산림은 7개 지역, 193,391 에 달한다.

그림 21 1995~2008 FSC 산림인증림 증가추이(단위: )

* 출처 : http://www.fsc.org

117) 독립적인 제3자 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유럽의 PEFC(Pan-European Forest Certification), 미국 입업제지협회의 SFI(Sustainable 
Forest Initiative), 미국 나무 농장의 ATFS(America Tree Farm System), 캐나다의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이 있다(차준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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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과 산림인증제는 그 목표 설정에 있어 지속가능한 산

림경영을 지향한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산림인증제를 활용하는 것이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권

장하는 것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2007년 현재 9.8%118)에 불과하다

는 것이다. 이는 국내 산림경영의 산물 가운데 목재만을 대상으로 하

는 제도로  산림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산림 소유자의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산림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공급하는 산림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산림인증제 도입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산림서비스 시장

이 사전에 구축되어야만 한다. 산림인증제에는 상당한 비용119)이 수반

되는 바, 산림인증제 참여를 통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사유림 소유자의 참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1. 규제의 일원화

앞 장에서 산지보전 기준 설정에 있어 산지관리법 과 자연환

경보전법 에서 기준으로 규정한 입목축적과 자연성이 정(+)의 관계

를 갖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법률 적용의 엇박자를 방지하기 위

하여 두 개의 법에 따로 규정된 규제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본 사안에 대해 이양주 외(2009)는 녹지보전기준 일원화 방안으로 

그림 22 와 같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4]의 산지전용허

가 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에 규정된 입목축적보

118) 목재자급률이라 함은 총 목재 대비 원목의 내재 비율을 말한다(산림청, 2008).
119) 산림인증제에는 산림관리인증비용과 이력인증비용이 수반된다(차준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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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종 구성, 경사도, 영급을 중시토록 하며, 자연환경보전법 에 

규정된 생태자연도를 상위개념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림 22 녹지보전근거 합리화 방안 제안

*출처 : 이양주 외, 2009, 녹지보전기준의 일원화 방안

본 연구에서도 녹지보전기준의 일원화 방안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

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에 입목축적을 삭제하고, 이

를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한 생태자연도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입목축적은 과거 목재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한 지표로,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현재 패러다임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탈법을 통한 전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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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산림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검토하고, 

현행 산지 및 산림자원과 관련한 규제를 분석하여, 개선 대상을 발굴

하고,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산지 및 산림

자원 관련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 가운데 목재 및 산림서비

스를 공급하는 산림 소유자 및 산림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고, 혜택을 

누리는 수요자(일반국민, 산촌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

는 사항으로 한정하였다. 개선 대상을 발굴하는 방법으로는 규제현황

분석, 규제구조분석, 교차분석을 활용하였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률을 통한 산지 및 산림자원 관리의 구조는 공급자인 산림 소유

자가 수요자인 일반국민 및 산촌주민에게 목재를 비롯한 산림서비스

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를 보

였으며, 명령통제형, 시장유인형, 자율관리형 요소들이 각 사안마다 

상이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법률의 개정 과정 

분석을 통하여 시장유인형 요소와 자율관리형 요소들이 추가 강화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산림을 비롯한 자원 관

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세계 공통으로 나타나

고 있는 흐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현황분석을 통하여 산지관리법 에 규정된 보전산지가 실제

로 산지전용을 억제하지 못하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지보전기준 적용에 있어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

목축적이 탈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과 자연환경보전법 에 규

정된 녹지자연도 및 생태자연도와의 부정합성으로 인한 문제도 확인

하였다. 규제구조분석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산림경영계획에 있어 규제 주기의 건너 띰과 역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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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그 작성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으로, 교차분석을 통하여 법률로 지정된 각종 보호지역 지구들에 대

한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격과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매수 실적

의 부진을 확인하였으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경우 매수 토지의 84%

가 보호지역 밖에 해당하여,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전산지 등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의 경우, 

법률에서는 산림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나, 이를 시장가격에 반영하

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산지전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

였으며, 정부의 매수 실적이 부진하였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매수 범

위의 확대 및 전문가 위탁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이

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수요자로부터의 지불이 공급자에

게 직접 전달되지 않으며, 조정자인 정부가 수요자를 대신하여 지불

하는 현재의 기형적 시장 구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규제 모형을 탈피하는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즉 올바

른 시장 모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비시장재인 산림서비스의 

가치를 내부화하고, 수요자로 하여금 공급분에 대하여 직접 지불토록 

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산림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가 산림소유자의 

소득으로 편입된다면, 산림소유자의 경영 이탈 및 산지전용을 억제하

는 것은 물론, 산림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부진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그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유명무실화된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대한 참여를 높이

기 위해서는 규제주기의 틀을 벗어나야만 한다. 규제주기를 순행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실질적인 해

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하는 방법인 산림인증제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임산물의 범위를 산림서비스로 확대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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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으며, 사전에 산림서비스 시장이 올바른 구조를 형성 해야만 

할 것이다. 

산지보전에 대한 기준의 부정합성으로 인한 문제는 생태자연도로의 

일원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에 규정된 입목축적은 산림서비스 기능이 확대된 현재의 시점에서 적

합하지 않으며, 탈법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규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시장 구조로의 복

원을 그 주요 대안으로만 제시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행 법률

에 협약 등을 통한 자율관리형 규제 요소가 추가되고 있는 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명령통제형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자율관리형 규제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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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송계 규약 사례120)

(1) 수천 송계 규약

一. 수천리 거주세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一. 타동에서 들어오거나 분가자는 신입전으로 백미 一斗를 내

고, 신입례로 술 한 말과 콩두부 한 매를 내야 한다.

一. 송계원은 매년 호당 5전의 임야세를 내야 한다.

一. 지엽 석 다발을 베면 벌금 1원을 징수한다.

一. 斫伐한 자는 末口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一. 사전 승인없이 서까래감에 준하는 나무를 베면 1주당 3원의 

벌금을 징수한다.

一. 만일 작벌현장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지 않거나 마을에 신

고하지 않은 자는 벌목을 행한 자보다 무거운 벌금을 징수

키로 한다.

一. 송계산에 山田을 금하고 入葬을 불허한다.

一. 전 호구가 매년 삼작돌림으로 번갈아가며 송계산의 山林守

護를 맡는다. 

120) 수천 송계 규약과 백암동 송계의 보호규약은 강성복(2001)의 조사 결과를 발췌
한 것임. 



부 록

130

(2) 백암동 원백암 송계의 동유림 보호규약

제 1 조 : 동유림은 공동으로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 2 조 : 동유림 내에서는 현재 山田 이외 개간을 하지 못

한다 .

제 3 조 : 정해진 山稅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경작하지 못

한다 .

제 4 조 : 현재 林木은 상호 공동책임으로 보호한다 .

제 5 조 : 임목을 도벌한 때에는 다음의 벌과금을 징수한다 .

1. 末口三寸 미만 오백원정

2. 末口五寸미만 일천원정

3. 末口五이상 이천원정

* 전 각항의 林木은 樹種 여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다 .

제 6 조 洞契의 의결로서 洞山을 용도 변경할 때에는 현재 

경작하고 있는 山田은 조건 없이 모두 반환하여 경작하

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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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동군의 송계절목121)

국가에서 지정한 봉산이든 , 개인 소유 산이든 그 경계를 

확실히 하고 마을에서 실천 항목을 만들어 단속한다 .

각 마을에서는 다섯 집을 모아 하나의 통(統)을 만들고 

한 통 곧 다섯 집 안에서 도벌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장도 

함께 처벌한다. 

통장은 완력이 강한 자로 하고 그로 하여금 산감(山監)

과 산지기를 차출하여 감시하도록 한다 .

기왕의 계조문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고 마을에서 세

력을 부리는 자가 산을 넓게 차지하는 일은 엄하게 금한다 . 

화전은 일체 용서하지 않으며 이에 개간한 곳이 산의 

높은 곳이면 경작을 금하고 소나무를 심도록 한다 .

민가에 소용되는 소나무는 각별히 금단한다 . 

마을에서는 한 달에 두 번(1일과 15일) 감찰한 내용을 

알리고 잘못이 있으면 엄하게 다룬다 . 

121)  하동군의 송계절목은 5장으로 된 필사본으로, 전문과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송계절목은 1860년 3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정조 12년(1788)에 반포된 소나무 
금양에 관한 규정인 제도송금사목 보다 약 70년 뒤에 만들어진 것이다. 본 내용
은 소나무 홈페이지(http://c0c.wo.to)에서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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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법

[隆熙 2년 1월 24일 法律 제1호, 명치 44년 제령 제10호로써 폐지]

제 1조 森林은 所有區分에 있어서 皇室林, 國有林, 公有林 及 私有

林으로 한다. 山野는 森林에 準하여 本法을 適用한다. 

제 2조 國有森林 山野의 賣却, 讓與, 交換 또는 貸付 及 國有 임산

물의 賣却에 관한 規程은 勅令으로 此를 정한다. 國土保安 또는 

國有林野의 경영상 國有로 보존할 必要가 있는 山林산야는 此를 

賣却, 讓與, 交換 또는 貸付할 수 없다. 

제 3조 農商工部 大臣은 조림자와 收益을 分收할 조건으로써 國有

森林 山野에 部分林을 設定할 수 있다. 

제 4조 部分林의 수목은 국가와 조림자의 公有로 한다. 그 持分은 

수익 分收의 부분에 均等한 것으로 한다. 部分林 설정 전부터 

존재한 수목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

제 5조 農商工部 大臣은 다음에 기재한 個所를 保安林에 編入할 

수 있다.

  1. 土地 崩壞 流出의 防備上 必要한 個所

  2. 飛砂의 防備上 必要한 個所

  3. 水害, 風害, 潮害, 防備 상에 必要한 個所

  4. 頹雪 墜石의 위험을 放支함에 있어 必要한 個所

  5. 水原의 涵養에 必要한 個所

  6. 魚附에 必要한 開所

  7. 航行의 목표에 必要한 個所

  8. 公衆衛生에 必要한 個所

2. 삼림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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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壇, 廟, 社, 殿, 宮, 陵, 園 또는 名所 혹은 舊蹟 風致에 필요

한 個所

제 6조 保安林은 貸付 또는 開墾을 할 수 없다.

제 7조 農商工部 大臣은 保安林의 伐木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8조 保安林에 編入되어 손해를 받은 森林所有者는 그 벌채를 

禁止 당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補償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國有林이나 또는 皇室林은 此限에 不在하다. 前

項의 보상은 保安林編入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얻은 자가 그 책

임을 진다.

제 9조 農商工部 大臣은 保安林 編入의 원인이 소멸되고 또는 공

익상 특별사유가 일어날 사유가 없을 때에는 此를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農商工部 大臣은 保安上 必要한 森林 山野의 所有者에 대

하여 조림이나 보호를 명할 수 있다. 

  所有者는 前項의 命令事項을 履行치 않을 때는 農商工部 大臣이 

此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며, 또는 此를 部分林에 編入할 

수 있다. 前項의 部分林에 編入한 것은 本法 제4항에 규정을 적

용한다. 

제11조 森林에 害蟲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는 森林所有者는 즉시 此를 驅除豫防할 것이다. 前項에 있어서 

農商工部 大臣은 해충구제나 또는 예방에 必要한 조치를 해당 

森林所有者에 명령할 수 있다. 所有者가 前項의 명령을 이행하

지 않을 때에는 農商工部大臣이 此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제12조 農商工部大臣의 허가 없이 森林山野를 開墾할 수 없다.

제13조 所有者의 許諾을 받지 아니하고 森林山野에 墳墓를 設置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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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地方長官 또는 警察官吏의 허가없이 森林山野에 火入을 할 

수 없다. 

제15조 森林에 있어서 그 主産物을 窃取한 자는 刑法 제602조, 제

603조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6조 타인의 森林山野를 開墾하고 또는 防火한 자는 刑法 제669

조 단서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7조 타인의 삼림에서 수목을 毁壞한 자와 森林을 위하여 設置

한 標識 를 移轉하거나 또는 毁壞한 자 及 제6조, 제12조 내지 

제14조 규정 또는 제7조의 명령에 違背한 자는 禁獄 또는 1圓이

상 200圓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본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명령은 농상공부대신이 정한다.

부 칙

제19조 森林山野의 所有者는 本法 시행일로부터 3개년 이내에 森

林山野의 地積 및 面積의 見取圖 를 添附하여 屆出할 것. 기간 

내에 屆出이 없는 것은 전부 國有로 간주한다.

제20조 森林法 발포 이전에 國有森林 山野에 植樹 허가를 받고 그 

효력이 尙存한 것은 本法 시행일로부터 1개년 이내 部分林의 設

定을 農商工部大臣에 請願하여 認證을 받은 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部分林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前項의 기간 내에 청

원하지 않은 것은 植樹의 許可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1조 森林法 發布 이전에 있어서 國有森林 山野의 伐木 또는 森

林山野의 貸付에 허가를 받고 그 효력이 아직 존속한 것은 본 

법 시행의 날짜부터 1개년 이내에 농상공부대신에게 청원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前項의 기일 내에 出願하지 않으면 伐木 

또는 貸付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22조 본법은 발포일로부터 此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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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령

[시행 1911. 9. 1] [조선총독부제령 제10호, 1911. 6.20, 제정]

제 1조 조선총독은 국토의 보안, 위해의 방지, 수원의 함양, 항행

의 목표, 공중의 위생, 어부(어부) 또는 풍치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삼림을 보안림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 2조 보안림에서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삼림의 손

질이 아닌 목죽의 벌채 또는 개간을 하거나 낙엽·절지(절지)·토

석·수근·초근의 채취·채굴 또는 방목을 할 수 없다.

제 3조 조선총독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보안림으

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안림을 해제할 

수 있다.

제 4조 조선총독은 임업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삼림

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영림방법을 지정하거나 조림을 명할 수 

있다.

제 5조 조선총독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안림 이외의 삼림에 대하여 개간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제 6조 국유삼림으로서 국토보안 또는 삼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로

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용·공익사업을 위한 경우를 제외

하고 매각·교환·양여할 수 없다.

제 7조 조선총독은 조림을 위하여 국유삼림을 대부받은 자에게 사

업이 성공한 경우에 특별히 그 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

제 8조 국유삼림에 입회의 관행이 있는 현지주민은 관행에 따라 

3. 삼림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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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삼림의 부산물을 채취하거나 방목할 수 있다.

  조선총독은 전항에 규정한 입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 9조 조선총독은 전조의 현지주민에게 입회구역의 조림을 명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사업에 성공한 때에는 그 토지를 양

여할 수 있다.

제10조 조선총독은 현지주민에게 국유삼림의 보호를 하게하고, 

보수로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전항의 삼림보호에 대하여는 현지주민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현지주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삼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조선총독은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거나 이민단체용으

로 필요한 때에는 국유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

제12조 국유삼림의 양여를 받은 자가 양여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삼림 상에 설

정한 제3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제13조 조선총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삼

림의 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비상재해가 있는 경우에 이재자에게 건축수선의 재료·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전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삼림손질을 위하여 고용한 현

지주민에게 보수로 채취한 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제14조 국유삼림의 매각·교환·대부 또는 산물의 매각에 관한 방법

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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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방장관은 삼림의 사용수익에 관한 폐해를 교정하거나 해

충의 구제 또는 예방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 조선총독은 삼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9조 또는 제10

조의 현지주민에게 공동으로 삼림의 보호 또는 조림사업에 종사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조 조선총독은 이 영에 규정한 직권의 일부를 지방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경찰관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삼림 또는 이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을 수 없다.

제19조 타인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의 삼림을 소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제20조 삼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전2조의 미수죄는 벌한다.

제2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림명령 또는 영림방법의 지정에 위반하거나 제2조의 규정

에 위반한 자

  2. 제5조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3.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삼림에서 실화를 하거나 고의로 불을 피운 자

  5. 고의로 타인의 산림을 개간한 자

제23조 타인의 삼림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오손·훼괴한 자는 5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4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령으로 원야·산

악 기타 토지에 이 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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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호,1911.6.20>

제25조 이 영의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삼림령은 1911년 9월 1일부터 시행. <1911.8.7 조선총독부령 제90

호>]

제26조 1908년 법률 제1호 삼림법은 폐지한다.

제27조 이 영 시행 당시에 보안림인 것은 이 영에 의하여 보안림

으로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이 영 시행 전에 설정한 부분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전항의 부분림은 제7조의 대부를 받아 부분림에 관한 권리·의

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29조 이 영 시행 전에 여러 해 금양한 국유삼림은 제7조의 대부

를 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구 법령에 의한 국유삼림·산야의 대부 또는 산물의 매각은 

이 영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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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시행 1963. 2. 9] [법률 제1268호, 1963. 2. 9, 일부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법은 산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

육성과 산림자원의 증진을 도모하며 국토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산림의 정의) 본법에서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단, 농지, 주택지, 가로 기타 각령으로 정

하는 토지와 임목은 제외한다.

  1.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목죽과 그 토지

  2. 전호의 토지를 제외하고 목죽의 집단적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3. 집단적으로 생육한 목죽이 일시상실된 토지

  산림이 아닌 산악원야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 3조 (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 전2호이외의 산림

제 4조 (산림소유자의 정의) 본법에서 산림소유자라 함은 정당한 

권리에 의거하여 산림을 소유하며 육성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 5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한 명령

4. 산림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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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산림소유자, 정

당한 권리에 의하여 산림의 입목죽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자와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 6조 (직권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본법에서 규정한 그 직권의 일

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2장 영림의 조성과 감독

제 7조 (산림의 기본계획) 농림부장관은 산림생산의 발전을 도모

하며 산림시업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림기본계획의 원칙, 기간, 사업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령으로 정한다.

  농림부장관은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산림기본계획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

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계획을 

작성,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 또

는 도지사에게 지시함과 동시에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 8조 (영림계획) 공유림 또는 1단지100정보이상의 산림소유자

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이하 영림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은 전항의 규정에 의

한 산림을 제외하고 조합구역내의 사유림을 종합하여 각령의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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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영림계획에 관계된 산림

소유자는 그 계획의 정한 벌채, 조림 기타 시업요건에 의거하여 

시업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림계획의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조합에 대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자의 고용을 

명할 수 있다.

제 9조 (벌채의 허가) 산림소유자와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

할 수 있는 자는 입목죽의 벌채를 하고자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1963·2·9]

제10조 (영림계획결정전의 시업명령)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이 결정되지 아니

한 산림소유자와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입목죽을 소유, 사용 또

는 수익할 수 있는자 에 대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림 

기타 관리방법을 지시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11조 (영림계획결정전의 벌채와 개간)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영림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산림내에서 입목죽을 벌채

하거나 산림을 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시업의 대집행등) 산림소유자가 제8조제3항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업요건에 위반하여 시업을 하거나 또는 시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벌채 기타 시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림계 또는 산

림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산림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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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2·9>

  산림소유자는 각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전항의 비용을 변상하

여야 하며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

익분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63·2·9>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분배의 기간과 비율 기타 필요한 사

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경비의 보조와 공과금의 면제) 본법에서 규정한 산림계

획과 영림계획의 작성, 변경 또는 시행과 영림계획결정전의 시

업 및 시업의 대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63·2·9>

  본법에서 규정한 영림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을 실시하는 

산림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공과

금을 면제한다.

제14조 (보호림구의 설정) 농림부장관은 지역적으로 림상을 복구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일정한 지역과 기간을 정하여 보호림구를 설정하고 임목의 

벌채와 락엽·수근의채취 또는 각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지 또

는 제한 할 수 있다.<개정 1963·2·9>

제15조 (조림용종자와 묘목의 검사) 조림용종자 또는 묘목의 판

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

야 한다.

  전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조림용종자 또는 묘목의 판매업자는 그 판매하는 종

자 또는 묘목에 대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보증표

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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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한 공무원으

로 하여금 조림용판매종자 또는 묘목을 검사하여 불량한 종자 

또는 묘목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몰취한다.

제16조 (임산물의 사용제한) 농림부장관은 산림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림산연료·목재 기타 

임산물의 생산이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63·2·9>

제17조 (임산물의 검사) 농림부장관은 산림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산물의 규격을 정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 3장 보안림과 채종림

제 1절 보안림

제18조 (보안림의 지정)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토사의 유출, 붕괴의 방비

  2. 비사의 방비

  3. 수해, 풍해, 조해 또는 설해등의 방비

  4. 수원의 함양

  5. 어류의 유치증식

  6. 항해, 항공목표의 보존

  7. 공중의 보건

  8. 명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

  9. 락석, 화재의 방비

제19조 (보안림의 해제) 농림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보안림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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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의 지정을 해제한다.

제20조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보안림의 지

정 또는 해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는 그 지정이나 해제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농림

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이의신청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의 

이유서를 첨부, 소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

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안림예정지에 대한 통지등) 농림부장관은 보안림을 지

정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와 보안림예정지 또는 해

제예정보안림의 소재지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

소유자와 소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

시하여야 한다.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0일을 경과한 후

가 아니면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22조 (보안림예정지에서의 제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보안림예정지에 대하여 각령의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입목죽의 벌채, 토석·수근의 채굴,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농림부장관은 

보안림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그 처분이 제20조의 이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는 전항의 고시를 한 날로부터 그 효

력이 발생한다.

제24조 (보안림내에서의 제한) 보안림의 구역내에서는 농림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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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토석·떼·수근·초근·

생지·락엽·송지·수피의 채취 또는 채굴, 가축의 방목 또는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의 내용

이 보안림을 지정한 목적의 달성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5조 (손실보상) 국가는 보안림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자가 보통 받을 손실을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한다.

<개정 1963·2·9>

  보안림의 토지와 입목죽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전항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다. 단, 지불전에 압류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제26조 (수익자부담) 국가는 보안림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수익자로 하여금 그 받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농림부령의 정하는 기한내에 납

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례에 의하

여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 (조림 또는 복구명령)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2

조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조림 기타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 서울특

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산림계 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전항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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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항의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

수할 수 있다.

제28조 (산림의 매수 또는 교환) 농림부장관은 제18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가 당해 산림을 매수하거나 

국가가 소유하는 다른 산림과 교환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다.

  농가의 필수임산물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2절 채종림

제29조 (채종림의 지정) 농림부장관은 우량한 조림용종자를 채취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채종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채종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채종림의 관리) 농림부장관은 채종림의 관리상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은 채종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채종림

의 보호, 관리, 시업, 종자의 채취 또는 분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 (채종림의 해제) 농림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한 산림이 채종림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통지

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준용규정) 채종림에 관하여는 제24조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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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국유림

제 1절 국유림의 관리와 경영

제33조 (국유림의 종류) 국유림은 다음 2종류로 구분한다.

  1. 요존국유림 국토보안, 산림경영 또는 학술연구 기타 공익상 

국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산림

  2. 불요존국유림 전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림

  전항의 국유림의 종류구분은 농림부장관이 결정한다.

제34조 (국유림의 관리 또는 처분기관) 농림부장관은 국유림을 

관리 또는 처분한다. 단,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국

유림으로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에 속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전항단서의 국유림이 요존림인 경우에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

지하였을 때에는 당해 관리청은 지체없이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 (국유림의 영림계획) 농림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국유림의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 (현지주민의 연대보호) 농림부장관은 국유림의 보호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지주민으로 

하여금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국유림을 연대보호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서 그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제 2절 국유림의 대부와 산물매각

제37조 (국유림의 대부)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

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목축, 조림 또는 광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3. 산업시설을 위하여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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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유임산물을 매각받은 자가 그 산물을 채취, 가공 또는 운반

하는 시설을 가설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5.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가 조림을 목적으로 대부를 원할 때

  농림부장관은 전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무상으

로 대부를 할 수 있다.

제38조 (산물의 귀속) 국유림의 차수인은 허가조항에 명시된 산

물이외는 수득하지 못한다.

  조림의 목적으로 국유림을 대부한 경우에는 그 산림의 천연치

수는 차수인의 소유가 된다. 단,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

림부장관이 성림한 것으로 인정할때까지는 임목무육을 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할 수 없다.<개정 1963·2·9>

  제9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9조 (권리이전의 제한) 국유림의 차수인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림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

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40조 (대부취소의 사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대부를 취소하여 대부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

환시킬 수 있다.

  1. 지정기간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목축, 조림 또는 광업을 위하여 대부한 경우에 사업이 진보되

지 아니하였거나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때

  4. 사위의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때

  5. 착오로 인하여 대부한 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항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대부산림의 반환을 명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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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수인에 대하여 그 대부산림으로 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

환 또는 공작물의 제거 기타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의하여 대부를 취소한 때에

는 차수인의 수익과 대부료를 참작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41조 (대부산림의 양여) 농림부장관은 조림의 목적으로 국유림

의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이 성공 하였을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산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를 받은 자가 양여조건에 위반하였

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시킬 수 있다.

제42조 (산물의 무상양여) 농림부장관은 비상한 재해가 있는 경우

에 그 재해를 예방, 방어 또는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자료

를 공급하거나 그 이재자에게 건축수선의 재료 또는 연료를 공

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림의 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43조 (산물의 매각)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

의계약으로 국유림의 산물을 매각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임산물

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

  3. 경쟁입찰에 부치면 국유림경영상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산물을 농림부장관이 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매

각할 때

  4.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에게 그 산물의 반출 기타 작업상 필요

한 산물을 매각할 때

제44조 (년기매각)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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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국유임산물을 그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여 10년이내의 기

간에 매년 분할인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년기매각에 부칠 수 있다.

  1. 특별한 설비를 하지 아니하면 산물의 이용이 곤란할 때

  2. 특별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산물의 이용정도를 현저히 증

진 시킬수 있을 때

  년기매각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설비의 변경에 대하여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처분의 금지) 국유림 또는 그 산물의 매수인은 매각물건

의 인도증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는 그 물건에 대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한다.

  인도증과 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반출하거나 채취미필의 산물 또는 년기매각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46조 (권리의 포기)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지정기간내에 반출 

또는 채취를 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농림부장관

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7조 (계약의 해제)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야 또는 그 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기간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매수인이 법령 또는 계약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

과 기납된 대금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48조 (토석채취허가) 국유림에서 석재, 니탄, 점토등의 토석을 채

취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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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장 산림의 보호

제49조 (람벌에 대한 예방) 임산물을 벌채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그에 사용하는 기호, 인장을 행정관청에 신고하

고 임산물의 반출전에 반드시 이를 표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벌채자가 아니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기호, 

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 인장을 사용하지 못한다.

  산림을 단속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전2항의 규정에 위반

한 자에 대하여 임산물의 반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임산물에 관한 영업자는 그 산물의 출처, 종류, 수량과 공급상

대방을 명기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산림을 단속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수시로 이를 검사할 수 있다.

제50조 (산화예방등) 산림에서 분화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입화하지 못한다.

  입화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입화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화를 예방하는 시설을 설비하고 근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산화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산화예방선의 시설을 명할 수 있다.

  산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을 단속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

원은 산림소유자와 현지주민에게 산화소방을 위한 동원 기타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 (해충의 구제예방) 산림에 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산림에 병균이 만연되었을 때에는 그 산림

소유자는 이를 구제예방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필요할 때에는 산림소유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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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산림의 해충과 병균을 구제

예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산림에 해충 또는 병균이 만연하

였거나 만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계에 대하여 이를 구제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각항의 규정은 해충이외의 동물의 해를 구제예방하는 경우

에 준용한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예방의 비용은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산림의 면적 또는 지가의 비율에 따라 산림소유자가 분담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분담금은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2조 (보조금) 전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

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 6장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

제 1절 총 칙

제53조 (법인격) 본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산림계(이하 계라 한

다), 산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산림조합연합회(이하 연합

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계, 조합, 연합회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 (유사명칭사용금지)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계, 조합 또는 

연합회가 아니면 그 명칭중에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5조 (면세) 계, 조합 또는 연합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단, 관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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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는 예외로 한다.

제56조 (감독) 계, 조합과 연합회는 농림부장관이 감독한다.

  전항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 2절 산림계

제57조 (목적과 지역) 계는 산림소유자와 현지주민이 협조하여 

조림사업의 적확한 성과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의 구역은 리동의 구역으로 한다. 단, 리동의 구역으로 조직

함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

어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동일지역내에 2개이상의 계는 설립할 수 없다.

제58조 (업무) 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의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자율적인 산림보호와 조림시업에 관한 업무

  2.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한 명령에 의한 업무와 영림계획시행

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행하는 공동시업에 관한 업무

  3. 계원의 위탁업무

  4. 기타 산림에 관한 계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제59조 (수익분배계약) 계는 산림소유자와 수익을 분배할 조건으로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의 관리, 조림 기타 시업을 위

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0조 (계원) 계는 그 구역내에 소재하는 산림의 소유자와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가구주를 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단, 각령 

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격이 없는 자는 예외로 

한다.

  계원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 또는 노력을 부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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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설립) 계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에 규정한 계원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

성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계의 구역내의 2분의 1이상에 상당하는 산림

면적을 소유하는 자의 동의와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가구주의 

반수이상의 가입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2조 (설립권장) 농림부장관은 산림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원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의 설립을 권장한다.

제63조 (정관기재사항) 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관한 규정

  6.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7. 업무에 관한 규정

  8. 총회 기타 기관에 관한 규정

  9. 해산에 관한 규정

  계의 정관에는 1천환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4조 (등기) 계는 그 설립인가가 있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사무

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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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설립인가의 년월일

  3. 임원의 성명, 주소

  전항의 사항중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30일내에 변경등기를 하

여야 한다.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

제65조 (총회) 계의 사무는 본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임원에게 위임된 사항이외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총회는 계장이 소집하고 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총회의 의결은 출석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행하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계원의 의결권은 1인1표로 한다.

  계원은 동거의 가족 또는 다른 계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계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66조 (총대회) 계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계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를 대신할 총대회를 둘 수 있다.

  총회에 관한 규정은 전항의 총대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67조 (간사회) 간사회는 계장, 부계장과 간사로써 구성하여 계

장이 이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간사회는 구성원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

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8조 (임원) 계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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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장 1인

  2. 부계장 1인

  3. 간사 약간인

  4. 감사 1인

  계장, 부계장, 간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하고 총회에서 계원

중에서 선임한다.

  계장, 부계장과 간사는 그 계의 감사나 직원을 겸하지 못하며 

감사는 그 계의 직원을 겸하지 못한다.

  공무원 또는 계의 사무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계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제69조 (임원의 임기) 계장, 부계장과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

고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계장, 부계장과 간사가 법령, 정관, 총회 또는 간사회의 결의

에 위반한 때에는 언제든지 총회의 결의로써 해임할 수 있다.

제70조 (임원의 직무) 계장은 계를 대표하여 업무를 통리하고 총

회 또는 간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계장은 계장을 보좌하며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

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계장과 부계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계장과 부

계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계장이 지정한 간사가 그 직무

를 대행한다.

  감사는 계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

다.

제71조 (해산) 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

산한다.

  1. 정관에서 규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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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농림부장관의 해산명령

  계가 해산할 때에는 정관의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제 3절 산림조합

제72조 (목적, 구역과 조합원) 조합은 계의 업무의 원활한 운영

을 도모하며 그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의 구역은 시, 군, 구의 구역으로 한다. 단, 제5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은 구역내에 사무소를 가진 계를 조합원으로 한다.

제73조 (설립)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10개이상의 계가 발

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전항의 경우에는 구역내에 설립된 계의 과반수의 가입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은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4조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 

또는 노력을 부담한다.

제75조 (업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계와 그 구성원이 행하는 산림시업의 조정과 그 구역내 산림

의 시업상 필요한 공동시설에 관한 업무

  2. 계의 업무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감독관청 또는 연합회가 지시하는 업무

제76조 (차입금과 그 운영) 조합은 전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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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항의 차입금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77조 (임원) 조합에 조합장, 이사, 상무이사와 감사를 둔다.

  조합장, 이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조합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계원중에서 선임한다.

  이사는 총회에서 계의 간사중에서 선임한다.

  상무이사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조합장이 임명한다.

제78조 (대리인에 관한 제한) 조합원은 그 권리행사에 관하여 조

합원이 아니면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제65조제6항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9조 (이사회)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와 상무이사로써 구성하

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업무에 관한 계약과 그 변경

  2. 예산안과 결산

  3. 정관의 변경

  4. 직원의 임명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80조 (준용규정) 제71조의 규정은 조합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3·2·9]

제 4절 산림조합연합회

제81조 (목적, 구역과 회원) 연합회는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

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합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그 업무구역은 전국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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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회는 서울특별시와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연합회는 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제82조 (설립)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0개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제83조 (정관기재사항)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과 구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기타 기관에 관한 사항

  6. 재산과 감사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전항의 기재사항의 변경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

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84조 (등기) 연합회는 그 설립인가가 있은 날로부터 3주일내에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

여야 한다.

  1. 전조제1항제1호, 제2호와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2. 설립인가의 년월일

  3. 회장, 부회장, 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소

  전항의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일내에 각 사무소의 소

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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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회원의 책임) 연합회의 회원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를 부담한다.

제86조 (업무)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2. 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업무

  3. 감독관청이 지시하는 업무

  4. 전 각호의 부대업무

  5. 기타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부장

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제87조 (총회)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와 회원으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법령,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

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총회에서 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할 수 없다.

제88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써 구성하며 회장

이 이를 소집하고 법령, 정관과 총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업무집

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9조 (임원)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3인이상 7인이내

  4. 감사 2인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90조 (임원의 임기와 직무)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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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통리하고 총회와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

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

이 지정한 순위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1조 (차입금) 연합회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92조 (준용규정) 제71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3·2·9]

제 7장 벌 칙

제93조 (산림절도죄)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6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4조 (특수산림절도죄)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50만환 이하의 벌

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근주를 채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 또

는 소 하는 행위를 한 때

  2.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우, 마, 선박, 차량 또는 설매를 사용

하거나 운반, 조재의 설비를 한 때

  3. 보안림, 보호림구, 채종림 또는 사방지에서 범한 때

  4. 산임산물채취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범한 때

  5.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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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물로서 영치시킨 장물을 은닉, 소비 기타 방법으로 멸실

한 때

  7. 야간에 범한 때

제95조 (산림공무원의 범죄) 산림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계, 조합, 연합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전2조의 죄를 범한 때

에는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6조 (산림손훼죄 기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63·2·9>

  1. 자기소유의 산림 또는 산림에 대하여 관리사용수익의 권리가 

있는 자로서 본법에 위반하여 그 산림을 벌채한 자

  2. 입목죽, 목재 또는 근주에 붙인 타인의 기호, 인장을 변경 또

는 삭제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산림내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산림을 개간한 자

  5. 제14조, 제22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단,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면한다.

  6. 제48조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97조 (산림방화죄) 타인의 산림 또는 보안림, 보호림구에 편입된 

산림 또는 채종림에 방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경우에 주산물을 소산하였을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자기의 산림에 방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4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2·9>

  전항의 경우에 타인의 산림의 산물을 소산한 때에는 10년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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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과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8조 (산림실화죄) 과실로 인하여 전조제1항의 산림을 소산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2·9>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산림을 소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

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 (벌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2·9>

  1. 산림을 위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 오손 또는 훼괴한 자로서 

지체없이 그 원상을 회복하지 아니하는 자

  2. 제10조, 제16조,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본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4. 본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

나 부정한 등기를 한 자

  5. 본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6.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제1268호,19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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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6.26> (제1쪽)

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서

대상입목의 표시

입 목 소 재 지 지 번
면 적

( )
수 종

입목축적

( )
계약금액

(원)

  위 입목에 대하여 산림조합을 “갑”으로 하고 산림소유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서명날인하
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갑 (산림소유자)조합장                 (인)

을 (산림조합)조합장
  성 명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210 ×297 [보존용지(1종) 70g/ (재활용품)]

5. 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서122)

122)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관련 [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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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제 1조 “을”은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
다)안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 산림 형질변
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 채취 등을 할 수 없으며, 산불예
방과 병해충 방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제 2조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3조 계약(융자)금액은 원정으로 하며 계약체결 후 “을”의 신청에 의하
여 “갑”이 지급한다. “을”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연리  %)를 매년 “갑”
에게 내고 원금(융자금액)은 계약만료일까지 상환한다.

제 4조 “을”은 목재비축림 안에서는 산림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산
림청장이 용도를 지정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갑”의 동의를 받아 산사태, 산불 등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입목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고사목의 제거, 가지나 잎을 채취하는 경우

  4. 입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실류 잔디 꽃 이끼류 초본

류 덩굴류 또는 버섯류 등을 굴취 채취하는 경우

  5. “갑”의 동의를 받아 입목의 형질 향상과 성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불량목의 제거, 가지치기, 간벌 또는 천연림보육작업을 하는 경우

제 5조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목재비
축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원받은 자금의 일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2.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입목의 벌채나 그 밖의 사유로 
입목축적이 계약당시보다 감소된 경우

제 6조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목재비
축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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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지목재비축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산불 수해 병해충 피해 등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입목의 

전부가 소실된 경우

  4. 산지목재비축계약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제 7조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계약을 변경 해제한 경우에는 “을”은 융자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산하여 “갑”에게 반환한다.

제 8조 “을”은 이 계약조항 외에 산림 관련 법령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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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co-Account 계산 방법(예시)

* 출처 : Christian Küpfer,     , The eco-account: a reasonable and functional 
means to compensate ecological impacts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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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나무 수액채취 계약서

     시(군)     면     리 산     번지 소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학 남부연습림 관리 임야 제     임반(     )의 고로쇠나무     주 수
액을 채취함에 있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을 “갑”이라 칭하고,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다. 

제 1조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제 2조 (수수료)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 수수료(“이하 수수료”)는 고로쇠
나무 수액 수납량(이하 “수납량”)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수납량은 (     )로 한다.

“갑”에 대한 수수료 납부는 전년도 고로쇠나무 수액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수납량에 상당한 금액을 “을”이 현금으로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정해진 일자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계약을 파기하도록 하며 이후에도 “을”
은 “갑”에게 수액 채취에 대한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

제 3조 (유출량 및 채취주수) 제2조 수납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출량 
및 채취주수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납부연습림에서 시험 조사

한 자료에 의해 산출한다.

제 4조 (계약자) 본 계약의 “을”은 마을 대표자(이장 등)로 한다.

제 5조 (관리 책임)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 지역(이하 “채취지역”)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을”에게 있다. “을”은 “갑(남부연습림장)”의 관리 지침에 따
라 성실하게 채취 지역에 대한 제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6조 (수액채취 방법) 채취 작업 전에 채취 대상 매목마다 외부용 

수성 페인트로 표시하여야 한다.

7. 고로쇠나무 수액채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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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나무 채취 구멍은 깊이(목질부로부터) 1.5 이내로 하고, 구멍
의 크기(지름)는 0.8 이하로 하며, 채취 구멍 수는 다음과 같다. 단, 채취 
구멍의 깊이, 크기(지름), 구멍 수는 산림법에 의한 허가권자의 기준이 변
경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가슴높이지름 : 14~19 : 1개소

- 가슴높이지름 : 20~29 : 2개소

- 가슴높이지름 : 30 이상 : 3개소

임목상태를 고려하여 채취기간 동안 임목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가 끝난 직후 지선 호스와 실리콘 마개를 모두 제
거하고 천공부위에 유합촉진제를 도포하여 목질부후균의 침입을 방지하고 

유합을 촉진시킨다.

수액 채취용구(콜크, 호스, 물통 등)를 청결히 하여 이물질 등이 수액
에 첨가되지 않도록 한다.

수액채취 입산시와 수액채취 완료시에는 주위정리(채취기구 철거 등)
를 철저히 한다.

위 5개항 외에 산림법에 의한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준수사항도 이행하
여야 한다.

제 7조(채취기간) 수액채취기간은 당해연도    월   일부터    월    일
까지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림법에 의한 허가권자가 별도 허가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8조(계약의 해지) “을”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을”은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다.

1. 제6조 각 호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채취 구역 내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나, 산림훼손이 발생하였을 때

3. 제2조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4. 제5조에 대한 “갑”의 관리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때

5. 국가시책 또는 연습림 경영상 부득이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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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손해배상) “을”이 수액채취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산림에 피
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변상책임을 진다.

제10조(기타) 본 계약의 내용의 어구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이에 따른 제반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제6조 수액채취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년      월      일

(갑)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인)

(을)        시(군)     면     리     번지

(     ) 마을 대표자(이장)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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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9.19>

국유림 보호 협약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보호 위탁자(지방산림청)를 “갑”이라고 수탁자를 “을”
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국유림 보호협약(이하 “보호협약”
이라 한다)을 제외합니다.
제 1조 이 보호협약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유
림의 보호협약)에 따라 국유림의 산림자원 보호 육성과 지속가능한 이

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 하에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 2조 이 보호협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간)로 한다.
제 3조 “을”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
호 육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
  2.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 등 불법행위의 예방 또는 신고
  3.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구제
  4. 국유림 경계표주 홍보입간판 등 표지의 보호

  5. 임도 사방 등 재해방지 시설의 보존 관리

  6. 산림 내 자생식물 보호 및 부단채취행위 신고 등
  7.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
  “을”은 전항의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갑”과 협의하여 산림의 보호
육성 활동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 한다.

  “을”은 전항의 활동을 수행중에 위법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10 ×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8. 국유림보호협약서123)

12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관련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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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갑”은 “을”이 보호하고 있는 국유림 내에서 생산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 나무, 가지
  2.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생산된 산물
  3.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 버섯류

열매류 등의 산림부산물

  “을”은 항 각 호의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
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협약을 해
지할 수 있다.

  1. 산림의 보호 육성 활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을 때

  2. 보호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이 체결된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무상양여한 부산물 이외의 산물을 굴 채취한 때

  6. 그 밖에 산림관계법령 및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 6조 “을”(사용인 또는 고용인을 포함한다)은 선량한 보호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호협약의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보
호협약 산림 안의 입목 등에 중대한 손상을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

여야 한다.
제 7조 “을”은 제3조제2항의 조건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의 허락이나 협의 없이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을”
은 보호활동 완료 후 즉시 “갑”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
  2.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와 그에 부수되는 사업
  3.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긴급한 방재활동 및 그에 수반된 사항
  4. 그 밖에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인정된 사업과 활동
제 8조 “갑”은 “을”에게 보호협약 산림에 입산하고 보호활동을 수행하
는데 필요한 명예산림보호지도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을”은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갑”과 협의하여 보호협약과 관련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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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보호협약 산림의 입구에 표지

판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 9조 “을”은 무상양여 입산물의 생육환경조성을 위한 산림사업을 하려
는 경우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갑”과 “을”은 보호협약 산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
하기 위하여 상호 같은 인원수의 6인의 위원으로 국유림 보호협약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호 협의하여 회의
를 소집한다.

  협의회에서 산림의 보호관리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여 합의된 사항은 

양자간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보호협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이 협약서의 의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
에 따른다.

   위 보호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 2통을 작성하
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보호 위탁자(갑)               지방산림청 (인)

                   보호 수탁자(을)

                   주 소 :

                   성 명 :               (인)

                   (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현지 여건에 따라 보호협약서(안)의 협약조건은 가감할 수 있다.



부 록

174

[별표 2] <개정 2009.4.20>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보전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
흥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 등의 지

정 결정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한다. 
2.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가능한 한 특정 용도

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으로 지정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분수령 하천 소계류 소능선 등 자연경계의 밖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서 지역등의 지정 결정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산지

는 그 지정 결정의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등으로 지정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 결정의 범위가 최소

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편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행위와 관련된 협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6.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7. 지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주변 산림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변 산림경영
을 위한 기반시설과 연계하여야 한다.

9. 불가피하게 원형보전되는 산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가.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한 대책
  나.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다. 수목원 자연휴양양림 산림욕장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산림

공익시설의 설치 대책

9.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124)

124) 산지관리법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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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역등으로 지정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체육시
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평균경사도는 35도) 이하일 것.

11. 지역등으로 지정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
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관할 시 군 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

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12. 지역등으로 지정하여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산자락하
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
  나. 해발고 300미터 미만인 경우(해당 시 군 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

균 이상인 지역에 한한다)
13. 지역등으로 지정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해당 시

군 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가.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정한다), 대중골프장, 
송 배선 철탑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나. 삭제 <2008.7.24>
  다. 지역등으로 지정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

고 평균입목축적(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 군 구의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
계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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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호부터 제13호까
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개발계획
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공공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

  2.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기준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지역등을 지정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

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