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 Korean For. Soc. Vol. 100, No. 2, pp. 292~304 (2011)

292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대한 벌채허가 담당자와

벌채 실행자의 인식조사

박경석1·이성연1·배상원2·김민희3·김현식3·백경수3·안기완4
*

1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2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3전남대학교 대학원 임학과, 

4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부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Forest-Official's and Stakeholders's 
Toward Improvement of Tree Cutting Permit System

 Kyung-Seok Park1, Seong-Youn Lee1, Sang-Won Bae2, Min-Hee Kim3, 
Hyun-Sig, Kim3, Kyung-Soo Baik3 and Ki-Wan An4

*

1Department of Forest & Climate Change,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Seoul 130-172, Korea
2Forest Practice Research Center,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Pocheon 487-821, Korea

3Graduate School of Forest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500-757, Korea
4Division of Forestry Resourc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500-757, Korea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벌채제도와 외국의 벌채제도를 비교하여 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

을 도출하는 한편, 벌채업무 담당 그룹(공무원)과 목재벌채 실행그룹(산림소유자, 벌채업자, 산림조합, 산림법인)

을 대상으로 입목벌채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벌채제도를 분석한 결과, 산림의 다양한 기능발휘를 저해

할 수 있는 개벌 면적은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벌채기준으로 획일적인 벌기령을 적용하지 않고 지역 산림여

건을 감안하는 유연한 산림시업의 표준으로서 벌기령을 활용하는 한편, 벌채 후 갱신확보를 위해 지역에 맞는

적절한 갱신방법을 제시하는 벌채제도를 운용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입목벌채 허가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해 벌채업무 담당 공무원 그룹과 목재벌채 실행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기

준 벌기령은 벌채업무 담당그룹 만이 소나무(3.13)와 삼나무(3.05)의 벌기령이 적정하다는 인식을 보였고 기타

수종의 벌기령은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벌면적에 대해서는 1 벌구 5 ha 이내, 최대 합계면적

30 ha 한도 기준에 대해서는 벌채 업자와 산림법인 그룹만이 현행보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현

행 벌채제도에 대한 활성화 요인으로는 벌채면적의 확대, 시설지원, 기술교육의 강화, 장비지원 확대, 행정 간

소화, 다양한 혜택 부여 등이 제시되었는데, 기술교육 강화가 집단 간의 인식 차이에서 유의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nstitutional implications for tree cutting permit system

improvement in comparison wit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German, Japan). A survey about recognition

of cutting system and cutting-invigorating factors for two groups in charge of work for cutting permit (forest-

official) and cutting operation (forest owner, tree butcher, forestry association, and forestry corporation) was

carried out. The survey provides basic information which is necessary to improve current cutting system.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both German and Japan's cutting system show that clear cutting area to hinder

function of forests tends to decrease and flexible final age of maturity considering condition of regional forest

not uniform cutting age were applied. As a result of German and Japan's cutting system review flexible

cutting system on regional characteristics is used to manage for the purpose of forest regeneration. The

survey result about awareness and invigorating factors of cutting system represents that only public official

group said final age of pine tree (3.13) and cedar (3.05) was proper and final age of other species of trees

should have shortened. In matters of cutover area, current standard is less than 5ha per a felling area and

the largest total area limit is 30 ha, only tree butcher, forestry corporation said cutover area must expand.

Invigorating factors of current cutting system are reinforcement of cutover area, facility support,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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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echnical training, increase of equipment support,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provision

of various benefits. The reinforcement of technical training among them especially represent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participants' differential recognition.

Key words : improvement of tree cutting permit system, a survey about recognition of cutting system and cutting-invigo-

rating factors, flexible final age of maturity, flexible cutting system for the purpose of forest regeneration

서 론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회의 이후, 전 세

계적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천연림의 벌채규제가 강

화되고 있고,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진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

용하기 위해 산림인증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2008년도 전 세계 산업

용 원목소비량은 15억 5,829만m3로서 1998년에 비해

5,481만m3(4%)가 증가하였고, 제제소비량은 3억 9,518만

m3로 1998년에 비해 1,229만m3(3%)가 증가되었다. 국가

별 수입량을 보면 산업용 원목은 1998년에는 일본이 1,519

만m3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였음에 비해 2008년에는

중국이 3,804만m3로 약 3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원목

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산업용 원목

수출량을 보면 러시아가 가장 많이 수출하였는데 1998년

1,997만m3에서 2008년 3,678만m3로 약 2배가 증가 된 양

적 성장을 보였다(산림청, 2010b). 이처럼 세계의 목재수

급 구조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

져 가고 있어 금후에도 이들 국가의 목재수출·입 움직임

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목재수급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9

년 목재수요량은 26,613천m3로 2008년의 26,752천m3에

비해 약 0.5% 감소하였으나 원목 공급량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8,190천m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산재 공급량

은 전년대비 17.5% 증가한 3,176천m3였고, 수입재 공급량

은 5,014천m3로 전년대비 4.8% 감소한 실적을 나타내 국

산재 원목자급률은 2008년 33.9%에서 2009년에는 38.8%

로 4.9%포인트가 증가되었다(산림청, 2010a). 이러한 목

재수급 상황 가운데 최근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과 수입산 원목 감소로 인한

미 이용 국산재의 적극적 활용을 고려하고 있고, 보드 및

펄프·제지업계에서는 국산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

급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업용

재 공급계획 수립, 국산재의 고부가치 이용 및 입목벌채

확대 정책(벌채량 증대를 위해 벌채면적 기준의 완화, 벌

기령 조정, 벌채방법의 개선, 벌채목 반출 확인용 극인 타

기 폐지 등) 추진을 고려하고 있으나 환경단체의 압력, 선

출직 지자체장의 의지에 좌우되는 지자체 입목벌채 허가

의 혼란 및 소규모 벌채업자의 난립 등 벌채 제도와 관련

한 환경 차이에 따라 입목벌채 정책성과를 기대하기 어려

운 실정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산림자원 육성 및 생산

과 연계되는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내외 벌채

정책과 제도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과 입목벌채에 관

련한 현장 문제점 파악과 벌채허가 담당자와 벌채 실행자

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입목벌채 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에 필요한 참고 자료

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및 내용

현행 입목벌채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행제도 가운데 산림정책학적 측면에서 반드시 검토되어

야 하는 입목벌채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입목벌채 허가 실적 및 당해 연도에 실제 벌

채된 면적과 벌채량을 살펴보았고, 국내외 입목벌채제도의

비교를 위해 독일 및 일본의 입목 벌채 제도의 운용 사례

를 문헌조사와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입목벌채 허가제도에 대한 벌채업무 담

당자와 실행자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

를 통해 분석하였다. 벌채허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

무원 그룹과 직접 실행하는 그룹(목재벌채업자(이하 목상

이라 칭함), 산림조합, 산림법인, 산림소유자(산림소유자,

독림가, 임업후계자로 구분)간 인식하는 수준이나 정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벌채업무를 담

당하는 161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는 제외, 그 외

시군의 경우엔 산림관련부서) 공무원들(과장, 계장, 업무

담당)에게 설문지를 송부하여 각각 1부의 자료를 얻었다.

벌채업무 실행그룹은 A Type의 설문지로 142개소 산림조

합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B Type은 161개 지

방자치단체에서 벌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 벌채

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C Type은 숲가꾸기 사업법인

등록을 필한 산림법인 가운데 무작위 추출법에 의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D Type은 산림조합원으로서 각 조합

에서 벌채를 시행한 대표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하였는

데, 산림청에 등록된 독림가 85명, 임업후계자 200명을 대

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입목벌채 허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사

전 방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1) 기준벌기령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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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벌(모두베기)에 대한 규정, 3) 운재로에 대한 규정, 4)

공무원의 벌채 재적 재 확인 절차, 5) 벌채 제한에 대한 규

제 요인에 대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측정은 체크방법 및 Likert의 5점 척도(전혀

중요치않음(1점), 중요치않음(2점), 보통(3점), 중요(4점),

매우중요(5점) 및 많이완화(1점), 조금완화(2점), 적정(3점),

조금강화(4점), 많이강화(5점))방식으로 등간 척도로 구성

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분석(Frequency)과 요인에 대한

그룹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Cronbach's alpha)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체 1,091부에 대한 25.2%인 275부(결측치 제외)를 회

수하여 본 연구의 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우

편과 정부메일망을 이용하여 담당자 개인에게 설문을 직

접 송부하여 회신을 받는 방법을 택하였다. 설문 회수율

은 표 1과 같다. 

결과 및 고찰

1. 국내 입목허가 벌채제도의 운용실태 분석

1) 입목벌채 제도의 운용 체계 사례 분석

산림소유자가 주벌 및 간벌을 통해 목재생산을 하려 할

경우, 표 2와 같은 규제와 행정절차를 거쳐 시·군담당자

의 검토가 이루어지면 허가, 신고, 임의벌채로 구분되어

벌채사업이 진행된다. A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벌채 업무가 진행되는데 보조금

표 1. 설문회수율.

구분

벌채담당 벌채실행

합계담당 공무원 산림조합
(A Type)

벌채업자
(B Type)

산림법인체
(C Type)

산림소유자 (D Type)

1 2 3 소유자 독림가 후계자

배부수 161 142 161 200 142 85 200 1,091

회수 42 39 26 26 25 16 44 20 37 275

결측 119 122 135 116 136 184 98 65 163 816

응답률(%) 26.1 24.2 16.1 18.3 15.5 8 31 23.5 18.5 25.2

표 2. 입목허가 벌채제도의 운용 체계 검토.

구분 허가벌채 신고벌채 임의벌채

근거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시행령 제40, 41, 42조
−동법시행규칙 제44, 45항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시행령 제42조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47조 

규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항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절차

−산주(허가신청서 접수)
−현지확인
−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허가증교부, 산주(벌채시행)

−산주(신고서 접수)
−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검토
−산주(벌채시행)

−산주(벌채시행)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
용한 실측도 1부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 사업계획서 등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병충해의 예방·구제를 위한 벌채
−산불·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검토

−벌기령도달여부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목 표지 적정여부
−벌채대상목 및 잔존목 선정 적정여부
−타법령 제한사항 등 

−산림경영계획서와 일치여부
(산림경영계획 벌채)

−신고벌채대상에 해당하는지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목 표지 적정여부
−벌채대상목 및 잔존목 선정 적정여부

−임의벌채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타
−허가된 벌채(굴취)대상목을 벌채(굴취)후에는 조림(복구)의무를 이행
−벌채구역 허가대상 외의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
하의 벌금

자료 : 산림청. 2010c.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대한 벌채허가 담당자와 벌채 실행자의 인식조사 295

에 의한 무육간벌은 군에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 설계서를 작성(기술사 등 산림법인체에 위탁설계 함)

한 후,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수확간

벌과 주벌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벌채사업 신청서(산림소

유자가 목재벌채업자(대부분 목상 및 산림조합, 산림법인

체도 일부 있음)에게 위임)가 제출되면 담당공무원은 벌

채사업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증을 교부한다. A 지

자체의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서가 미 작성된 사업지는

계획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후, 벌채 허가증을 발급하는 행

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벌채절차 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 또는 개선점

으로서 벌기령의 적정성, 모두베기에 대한 규정, 운재로에

대한 복구문제, 벌채재적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재확인 절

차, 벌채면적 및 장소적 제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마다

의 규제 차이 등이라고 벌채업무 담당자는 제기하였다. 

2) 지역별 입목벌채 실적의 특징 분석

2009년 입목벌채 허가실적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적은 솎

아베기(간벌)로서 벌채재적은 전체 36%를 차지하였다. 지

자체별 허가실적을 살펴보면 충청남도(29,802 ha), 경상남

도(21,812 ha), 강원도(12,491 ha) 순으로서 제주특별자치

도는 312 ha에 불과하였고, 허가 재적량은 충청남도

(675,948 m3), 강원도(447,207 m3), 경상북도(404,495 m3),

경기도(396,224 m3), 전라남도(375,894 m3), 충청북도

(351,223 m3), 경상남도(302,798 m3) 순으로 나타났다. 주

벌은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솎아베기와 수종갱신은 충

청남도에서, 경상남도는 병해충 피해목에 의한 벌채가 주

로 이루어지는 지역적 특징을 보였다(표 3). 

반면, 당해연도에 실제로 벌채된 면적은 솎아베기(간벌)

벌채가 47%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개벌은 31%로 나타

났지만, 벌채 재적은 개벌에 의한 입목 벌채량이 전체 46%

로 가장 많았으며 솎아베기는 44%를 차지하였다. 지자체

별 입목벌채 실적을 살펴보면, 사업량에서는 개벌과 솎아

베기가 많은 전라남도(11,347 ha), 충청남도(8,184 ha), 경

상남도(7,603 ha), 충청북도(7,396 ha) 순으로 나타났고, 개

벌과 솎아베기를 합한 벌채량은 충청남도(636,335 m3), 경

상남도(330,467 m3), 경상북도(329,410 m3), 전라북도

(307,724 m3), 강원도(301,007 m3), 충청북도(257,922 m3)

그림 1. A 군의 벌채제도 허가 및 운영 과정도.

표 3. 최근 3년간 입목벌채 허가실적.

구분
면적(ha) 축적(m3)

2007 2008 2009 비율(%) 2007 2008 2009 비율(%)

주벌 9,473 8,959 11,429 9 685,182 794,648 1,024,076 28

솎아베기 34,161 29,161 84,174 67 764,734 739,672 1,343,460 36

수종갱신 6,738 6,674 8,323 7 503,820 522,539 687,222 18

피해목 1,589 792 5,447 4 47,262 35,828 83,417 2

기타 5,512 17,660 15,532 12 205,326 194,947 578,770 16

합계 57,473 63,245 124,905 100 2,206,324 2,287,634 3,716,947 100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20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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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었다(산림청, 2008; 2009; 2010). 개벌에 의한 벌채량

은 강원도, 솎아베기에 의한 벌채량은 충청남도, 지존작업

에 의한 벌채량은 경상남도, 병충해에 의한 벌채량은 경

상남도, 산불에 의한 벌채량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서,

맹아갱신에 의한 벌채량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

되는 지역적 특징이 나타났다(표 4).

3. 외국 입목벌채 제도의 사례 분석

산림자원 육성 및 생산과 연계되는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입목벌채 제

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임업국(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분

석하여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입목벌채 허가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1) 독일

독일1)은 연방 산림법에서 보호림에서의 개벌 또는 그

영향이 비슷한 벌채는 주 법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고, 각 주 산림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된 10년

주기의 경영계획 상의 벌채는 신고나 허가 없이 실시하도

록 하고 있다. 라안란트 팔츠(Rheinland Pfalz)주에서는 0.5

ha 이상의 개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산림경영 목적의 동령

림의 경우는 2 ha까지 개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침엽수

는 50년, 활엽수(예외: 포플러, 버드나무, 특수 활엽수)는

80년생 이하 숲의 조기 수확은 제한하고 있으며, 임목 밀

도 0.4 이하로 감소시키는 벌채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하

고 있다. 단 천연갱신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바덴뷰르템 베르크(Baden Wuerttemberg)주에서는 1 ha

이상 개벌은 영림서(지방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토양과 지력이 훼손되거나 수자원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

치고 숲의 보호기능과 휴양기능이 많이 저하가 될 경우에

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벌 면적은 인접한

개벌지나 미 갱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개벌 승인기간

은 3년간, 소유주가 갱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나 토양과 지력 훼손, 장기적으로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숲의 보호기능, 휴양기능의 저하가 방지되지 않을 경우에

개벌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미성숙 임분을 보호하

기 위해 ①50년생 이하의 침엽수림, ②맹아림, 70년 이하

의 활엽수림에서는 개벌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①개벌

이 산림기관에서 검토된 경영계획에 포함된 경우, ②산림

전용 허가가 난 경우, ③산림사업을 위한 임도시설, 반출

시설이나 공간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④천연갱신 임분,

⑤산림보호 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벌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다. 이밖에 다른 주요 주별 벌채

제도와 관련한 규제사항은 표 5와 같다. 

이와 같이 독일 입목벌채 제도의 경우는 숲의 기능을 저

해할 수 있는 대면적 개벌에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여 제

한을 가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2) 일본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입목 벌채는 시정촌산림정비

1) http://www.wald-rlp.de/, http://www.hessen-forst.de/, http://www.forstbw.de/, http://www.landesforsten.de/, http://www.mil.bran-
denburg.de/cms/detail.php/bb1.c.196614.de, http://www.forst.bayern.de/, http://www.forst-sh.de/, http://www.wald-mv.de/style-a1/

home-94-1-1.html, http://www.smul.sachsen.de/sbs/, http://www.forst-sh.de/ 참고.

 시정촌산림정비계획에서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①벌채, 조림, 보육, 기타 산림정비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입목의 표준벌기령,

입목벌채의 표준적인 방법, 기타 산림의 입목죽 벌채에 관한 사항(간벌에 관한 사항은 제외), ③조림수종, 조림의 표준적인 방

법, 기타 조림에 관한 사항, ④간벌을 실시하여야 할 표준적인 임령, 간벌 및 보육의 표준적인 방법, 기타 간벌 및 보육의 기

준, ⑤간벌 또는 보육이 적정하게 실시되지 않은 산림에서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의 소재 및 요간벌 산림에 대해

실시해야 할 간벌 또는 보육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⑥공익적기능별 시업산림 구역 및 해당 공익적기능별 시업산림 구역

내에서의 시업방법, 기타 공익적기능별 시업산림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표 4. 최근 3년간 입목벌채 면적 및 벌채량 실적.

구분
면적(ha) 축적(m3)

2007 2008 2009 비율(%) 2007 2008 2009 비율(%)

개벌 15,181 15,079 17,939 31 984,782 1,221,503 1,403,578 46

솎아베기 3,376 1,193 27,209 47 1,103,385 875,765 1,361,068 44

천연림보육 0 876 6,337 11 0 0 0 0

지존 1,829 1,260 811 1 38,442 29,544 30,922 1

병충해 998 1,254 1,356 2 88,528 39,624 21,911 1

산불 736 902 1,469 3 204,712 14,441 101,351 3

맹아갱신 622 805 513 1 41,117 42,205 32,612 1

기타 1,336 814 2,033 4 70,445 154,016 113,465 4

합계 24,078 22,183 57,667 100 2,531,411 2,377,098 3,064,907 100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20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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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2)의 조림·벌채사항 및 시업기준에 의거 시행되고 있

다. 산림소유자는 의무적 사항은 아니지만 산림시업계획

을 작성·제출하여 시정촌장의 인가를 받을 경우, 시정촌

산림정비계획 및 산림시업계획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

여되고 있다(木材安定供給方制度硏究會, 1997; 森林總合

硏究所, 1993; 日本林業調査會, 1989). 즉, 산림소유자들은

지역산림계획의 대상이 되는 민유림에서 입목벌채를 하

기 위해서는 벌채 및 벌채후의 조림신고서를 벌채개시 전

90일에서 30일까지 시정촌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

다. 산림시업계획에 의한 계획벌채는 벌채 후 신고할 수

있고, 시정촌장은 벌채 및 벌채후의 조림신고서가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벌채 및 벌채 후 조

림계획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실

시하고 있는 벌채 또는 벌채후의 조림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된 때는 신고서대로 시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林野廳, 2009; 京極町, 2010). 또

한, 30 ha 이상(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립한 인정산림시업

계획의 계획벌채는 해당입목의 벌채 혹은 조림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벌채신고서를 시정촌장에게 의무적으

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위해 방지, 산업보호, 기타 공공복지 증진 목적을 위

해 특정제한·의무를 부과하는 보안림에서의 벌채는 도도

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도부현지사는 보안림과

관련된 지정시업요건의 적합여부(벌채방법, 벌채한도 등)를

판단하여 허가하고 있다. 특히, 보안림의 벌채허가 신청서

는 벌채개시일 30일전에 제출하며, 도도부현 지사는 벌채년

도마다 보안림에 대한 개벌면적의 한도를 공표하는데, 보안

림에서의 개벌면적은 20 h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당 산림의 지형, 기상, 토양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다(日本 北海道道廳, 2010; ようてい森林組合. 2010). 일본

에 있어서 입목 벌채 신고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일본의 입목벌채제도 운용에 있어서 특징은 지역별 차

이는 있겠지만 북해도의 경우, 인공림은 보통 표준벌기령

을 전제로 하고 천연림에 대해서는 지역의 생산목표에 따

라 시업계획 인정기준으로만 활용하는 수종별 입목 표준

벌기령(표 6)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표준벌기령

은 지역의 표준적인 임목벌채(주벌) 시기에 관한 지표임

과 동시에 산림시업계획의 인정기준, 보안림 벌채의 적부

판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침이지만 목재생산을 목

적으로 활용되는 벌기령은 아니다. 또한 수토보전림, 산림

과 인간의 공생림, 자원순환이용림이라고 하는 산림기능

구분별 벌채관련 인정기준3)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

표 5. 독일에 있어서 주요 주(州)별 벌채제도와 관련 된 규제 사항.

주 규제 내용

Rheinland Pfalz
−개벌은 0.5 ha 이상의 벌채의미, 동령 단순림의 경우 2 ha 까지 가능

Baden Wuerttemberg 

− 1 ha이상의 개벌은 영림서의 승인 사항
− 50년 이하의 침엽수림, 70년 이하의 활엽수림에서는 개벌금지
−소유주가 식재의무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개벌승인 거부, 허가는 3년이 지나
면 소멸 됨

Niedersachsen −벌채구 면적이 1 ha이상, 축적의 25%이하, 전부 벌채를 하는 경우는 사전에 산림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함.
−숲의 보호기능과 휴양기능이 많이 영향을 받은 경우, 허가 불허

Brandenburg 
−단일 면적이 2 ha, 수확표 축적의 40%이하

Sachsen 

−개벌면적이 2 ha 이상일때 허가
−수확표 축적의 40%이하로 축적이 감소
−개벌허가는 3년이 지나면 소멸
−조림(식재)의무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개벌허가신청 반려

Mecklenburg-
Vorpommern 

−해당 임령과 지위지수의 정상적인 축적의 50%이하가 되도록 벌채
−개벌면적이 2 ha이상인 경우에는 산림부서의 승인
−산림보호, 산림경영, 동식물보호에 단점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경우는 개벌승인이 거부

Schleswig-Holstein 

− 2 ha까지 개벌금지를 예외로 하여 허가
−일반적인 축적의 60%이하
−문화역사적인 산림이용형태의 유지에 이바지 하는 경우 등 주 자연보호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에서 허가

Thuringen 

−침엽수 임분 50년생 이하, 활엽수 80년 이하이거나 통용되는 수확표의 축적의 40%이하로 축적이 감
소되는 벌채는 금지

−임지의 토양과 지력이 많이 훼손이 되고, 수자원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숲의 보호기능과 휴양기능
이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주변 숲에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는 허가 불허

주 : 참고문헌 12번~15번을 참조. 

3)주벌의 시기에 있어서 수토보전림은 표준벌기령 ＋10년을 주벌의 하한(장벌기시업, 복층림시업의 경우는 별도)로 정하고 벌

기의 장기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공생림은 표준벌기령을 주벌의 하한(특정 활엽수 육성시업의 경우는 제외)으로, 자원순환이

용림은 표준벌기령 -5년을 주벌의 하한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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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입목벌채에 관련된 일본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

점은 산림계획제도 하에서 지역산림계획과 시정촌산림정

비계획 및 산림시업계획(우리나라 산림경영계획)에서 정

하는 인정기준(간벌, 주벌포함)에 의해 계획적이고 합리

적인 벌채를 유도하고 있고, 벌채 후 조림과 연계하는 확

실한 갱신을 확보하는 벌채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점과

지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표준벌기령을 제시하여

다양한 여건에 적정한 산림시업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

다는 점이다. 

4. 입목벌채 제도에 대한 벌채허가 담당자와 벌채 실행

자의 인식정도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입목벌채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과, 현장에서 벌채를 실행하는 산림소유자, 벌채업자, 산

림조합, 산림법인 등을 대상으로 입목벌채 제도 운용에 있

어서의 문제점을 인터뷰를 통해 조사·정리하고, 이러한

입목벌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벌채허가 담당자와 벌채

실행자의 인식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1) 그룹별 사회학적 특성

벌채업무를 담당하는 161 지방자치단체 벌채업무 담당

자 평균연령은 38세, 팀(계)장은 50세, 과장은 55세로 나

타났으며, 산림분야 평균 근무연수는 담당자 9년, 팀(계)

장은 20년, 과장은 17년이었지만 벌채업무 담당 평균 연

수는 담당자는 2년, 계장은 5년, 과장은 4년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산림분야 근무연수와 벌채업무 담당연수에 있

어서 과장이 계(팀)장 보다 연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본 조사에서는 계(팀)장이 과장 보다 근무연수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과장의 경우 타 직렬에서 산림부

서로 전보되어 근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림조합 벌채업무 담당자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연령, 총 근무연수, 담당 근무연수)을 조사한 결과, 담당

자의 연령은 29세에서 57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보였으

며, 평균 연령은 42세, 총 근무연수 평균은 14년, 벌채업

무 담당 근무연수는 평균 5년으로 조사되었다. 산림조합

조사 대상 지역을 권역별로 분류하면 경기·강원권 지역

(12%), 충청권(28%), 전라·제주권(28%), 경상권(32%)에

분포하였다.

벌채업자(목상)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거주지역, 대표자

연령, 주 사업, 벌채사업 경력, 사업의 종류 등)을 조사한

결과, 주요 거주지역은 경기·강원권 지역(28%), 충청권

(12%), 전라·제주권(48%), 경상권(12%)이었으며, 대표

자 연령은 29세에서 8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분포하였

고, 평균 연령은 56세로 50세 이상이 73.9%로 조사되었다.

그림 2. 일본의 입목벌채 신고 흐름도.

표 6. 일본 북해도 수종별 입목 표준벌기령.

수 종
표준
벌기령

인공림

 가문비나무, 붉은가문비나무
 분비나무
 낙엽송
 기타 침엽수
 자작나무·포플러·오리나무 (천연림 포함)
 기타 활엽수

60
50
30
40
30
40

천연림
 주로 천연하종에 의해 성립한 침엽수
 주로 천연하종에 의해 성립한 활엽수
 주로 맹아에 의해 성립한 활엽수 

60
80
25

자료 : 일본 북해도 도청 산림계획과 내부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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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업자의 주 사업은 조림, 벌채가 40%로 가장 높았으

며, 벌채사업만 한다는 응답과 다른 주업을 겸하면서 벌

채업을 한다가 각 24%의 비중을 보였다. 조사 대상자의

벌채사업 기간은 평균 18년이었으며, 60%가 사업자 등록

없이 벌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벌채업

자 가운데 사업자 등록한 경우 주 업태는 임업(80%), 종

목은 숲 가꾸기(70%)로 나타났으며, 70%가 사무실을 갖

고 있지 않고 상시고용직원 여부도 70%가 임시고용을 통

해 벌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산림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거주지역, 대표자 연령,

법인 주 업종, 벌채사업 경력 등)을 조사한 결과, 주요 거

주지역은 경기·강원권 지역(50%), 충청권(35.7%), 전라·

제주권(7.1%), 경상권(7.1%)이었으며, 대표자 연령은 35

세에서 7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걸쳐 분포하였고, 평균

연령은 50세 초반(37.6%)으로 조사되었다. 법인의 주 업

종은 산림경영 및 산림조사 업종(35.7%), 숲 가꾸기 및 병

해충방제 업종(35.7%), 나무병원, 산림토목, 도시림 조성

업종이 각각(7.1%), 기타 업종(7.1%)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벌채사업 경력은 평균 9년 정도였고, 최근 3년

이내에 56.3%가 법인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무

실은 93.8%가 보유하고 있고, 상시 고용직원은 평균 9명

이며 68.8%가 작업단을 갖췄는데 작업단은 평균 10명으

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림소유자 그룹(산림소유자, 임업후계자, 독림가)에 대

한 일반적인 특성(거주지역, 산림소유 규모, 소유목적, 최

근 3년 동안 벌채 실적, 벌채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

을 조사 한 결과, 주요 거주지역은 경기·강원권 지역

(18%), 충청권(317%), 전라·제주권(29%), 경상권(23%)

으로 나타났고, 산림소유규모는 5 ha 미만(41%), 5~30

ha(33%), 30~100 ha(10%), 100~300 ha(15%), 300 ha

이상(1%)으로 나타났다. 산림소유 목적은 산림부산물 등

임업경영(48%), 목재생산(22%), 선조의 유산 지킴(15%),

후손에게 상속(5%)으로 응답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 벌

채를 실행한 소유자는 46%에 달하였다. 벌채를 시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벌기령 미 도

달(40%), 목재가격 저렴(26%), 장벌기 경영(13%)을 이유

로 들었다. 

2) 기준벌기령에 대한 인식

현행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준 벌기령은 1965년

영림계획 작성 시 도입되었던 이래, 산림청의 정책방향에

따라 6차례 상향조정되었다(산림청, 2010b), (그림 2). 벌

기령은 조림적 벌기령4) 공예적 벌기령,5) 재적수확 최대 벌

기령,6) 화폐수익 최대 벌기령,7) 산림순수익 최대 벌기령,8)

토지순수익 최대 벌기령,9) 수익률 최대 벌기령10) 등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 사유림의 벌기령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수익률 최대 벌기령(단벌기)을, 국유림은 목재생

산 보다 산림의 공익적 편익을 고려한 벌기령(장벌기)을,

기업경영림과 특수용도는 공예적 벌기령(최저벌기령)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재적수확 최대 벌기령을

근간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 벌채 담당자들은 낙엽송

60년 벌기령은 벌채 시 내부에 부후 동공이 발생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벌기령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사유림의 일반기준 벌기령에 대한 의견을 벌채업무

4)자연적으로 고사되는 최고연령, 품질 좋은 종자가 많이 달리는 시기 등을 기준으로 결정
5)용도에 맞는 용재생산이 최적인 시기로 결정
6)임지에서 재적 수확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시기로 결정
7)매년 평균적으로 최대의 화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연령을 벌기령으로 함
8)총수익에서 이 총수익을 올리는데 들어간 일체의 경비를 공제한 순수익이 최대가 되는 연령을 벌기령으로 함 
9)토지순수입의 자본가가 최고가 되는 때를 벌기령으로 정함

10)자본에 대한 순수익이 최대가 되는 시기로 결정

그림 3. 국유림 및 사유림 벌기령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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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그룹(벌채업무담당자)과 벌채업무 실행그룹으로 구

분,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벌채업무 담당그룹과

실행그룹이라는 두 집단간 평균, 표준편차의 차이를 비교

하는 분석법인 독립표본 T검정(2-Sample T-test)을 실시하

였다. 또한, 각 그룹 간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

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평균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으

로 Duncan 다중비교를 사용 단일변량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 가설을 검정하였다. 분석 결

과, 현행 벌기령에 대한 벌채업무 담당그룹과 실행그룹 두

그룹 간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나무, 참나무류 기준

벌기령에서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였으며, 현행 벌기령을

늘려야 한다는 항목에는 벌채업무 담당그룹 만이 소나무

(3.13)와 삼나무(3.05) 기준벌기령 확대를 지적하였고, 그

외 수종은 두 그룹 모두 현행 벌기령보다 다소 낮추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표 7). 

또한, 소나무, 낙엽송, 참나무류 기준 벌기령에 대한 적정

성(3점) 여부에 대해 벌채업무 담당그룹과 실행그룹을 대

상으로 5점 척도로 인식정도를 파악한 결과, 그룹 간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소나무 기준 벌기령의 경우, 벌채업무 담

당공무원 그룹에서만 3.13점으로 현행 기준 벌기령을 늘려

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기타 그룹에서는 줄여야 한

다는 인식을 보였고, 낙엽송 및 참나무류 기준 벌기령의 경

우, 5개 그룹에서 공히 현행 벌기령보다 줄여야 한다는 인

식을 보였으며, 특히 벌채업자 그룹은 모든 수종에서 기준

벌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표 8).

이처럼 벌채업무 담당 그룹과 실행그룹 간 인식의 차이

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뷰 조사에서도 나타난 결과로서 그

룹 간 인식 차이를 보인 요인 분석은 본 연구에서 실시하

지 못했지만 소나무, 낙엽송, 참나무의 현행 기준 벌기령

에 대해 그룹 간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입목벌채

제도 운용측면에서 3개 수종의 기준 벌기령은 재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3) 주벌(모두 베기)에 대한 인식 

현행 주벌(모두베기)에 대한 산림청의 규정은 “벌채면

적은 최대 30 ha 이내로 한다. 벌채면적이 5 ha 이상인 경

우에는 벌채구역을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 벌채구

역은 5 ha 이내로 하며,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 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두어야 한다11)”로 되어있다(산

림청, 2010c). 

A군의 벌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는 개

벌면적에 관해 면담조사를 실시 한 결과, 지자체의 자체

적 지도·감독 차원에서 5 ha 미만의 개벌도 일정한 본수

를 남긴 체 벌채토록 유도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벌채

허가 담당자가 5 ha 개벌을 허가하려 해도 담당 팀장, 과

장, 지자체 장의 결재 선에서 경관을 보전해야 한다, 환경

표 7. 벌채업무 담당그룹과 실행그룹 간 기준벌기령에 대한
인식.

변수 집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소나무
A 107 3.13 .982

3.273**
B 153 2.71 1.037

잣나무
A 106 2.70 .853

1.832
B 149 2.48 .970

리기다
A 107 2.78 .718

1.318
B 147 2.65 .842

낙엽송
A 107 2.91 .721

3.185**
B 151 2.59 .874

삼나무
A 103 3.05 .772

2.051**
B 137 2.82 .882

편백
A 98 2.95 .804

2.167**
B 135 2.70 .972

참나무류
A 107 2.46 .984

2.670**
B 153 2.13 .964

포플러
A 107 2.94 .564

1.287
B 141 2.84 .658

주: **p<, A는 벌채업무담당그룹, B는 벌채업무실행그룹

표 8. 기준벌기령에 대한 벌채관련 집단 간 인식.

변수 집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Post hoc.

소나무

A 107 3.13  .98

3.44**

b

B 24 2.92  .92 ab

C 24 2.42  .88 a

D 16 2.75 1.00 ab

E 89 2.73 1.10 ab

낙엽송

A 107 2.91  .72

3.24**

b

B 24 2.83  .76 ab

C 24 2.42  .77 a

D 16 2.50  .89 ab

E 87 2.59  .92 ab

참나무류

A 107 2.46  .98

3.00**

b

B 25 2.32  .98 ab

C 24 1.83  .86 a

D 16 1.88  .80 a

E 88 2.20  .99 ab

주 : **p<0.05, A(공무원), B(산림조합), C(벌채업자), D(산림
법인), E(산림소유자)

1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의거. 2010년 8월의 개정에는 벌채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라 평균 나무지름크기 이상의 입목을 1만제곱미터

당 50본 이상 고르게 존치시켜야 한다 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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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지적을 피해야 한다 등의 이유에서 개벌을 보류하

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주요 국도주변은 개

벌면적 5 ha 이하(일반적으로 2 ha 정도)로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주벌(모두베기) 면적에 대한

인식을 벌채업무 담당그룹(벌채업무담당자)과 벌채업무

실행그룹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산림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벌에 대해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최대 30 ha 이내의 벌채면적, 1개 벌채면적 5 ha 이내, 폭

20 m 수림대 존치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1개 벌

채구역을 5 ha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인에 벌채실행

그룹 만이 3.26점 척도를 보였고, 그 외 요인에 대해서는

두 그룹 공히, 현행 규정에 인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9).

주벌면적 요인에 대한 적정성(3점) 인식을 벌채업무

담당그룹과 실행그룹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행

벌채면적 최대 30 ha 이내에 대한 적정성(3점) 여부에 대

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 벌채업자(3.17점)와 산림법인

(3.25점)그룹에서 면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제

시했으나, 산림조합(2.96), 산림소유자(2.87점), 공무원

(2.50)그룹에서는 현행 벌채면적에 대해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1개 벌채구역은 5 ha 이내

에 대한 적정성(3점)은 벌채업자(3.58점), 산림법인(3.60

점), 산림소유자(3.18점)그룹에서 현행 면적보다 확대하

여 벌채해야 한다는 인식을 제시하였다. 특히, 산림법인

그룹(3.60)과 벌채업자(3.58)그룹에서 5 ha 이내 벌채면

적 제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폭 20 m 이상

의 수림대 존치에 대한 적정성에는 그룹 공히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이처럼 그룹 간 인식의 차

이를 보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못했지만 주벌면적 적

정성에 대한 그룹 간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주벌

면적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조정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4) 운재로 복구에 대한 인식

현행 운재로 복구에 대한 산림청의 규정은 “운재로의

노폭은 2미터 내외로 하되, 최대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 시설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운재로를 시설할 때

에는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

를 취하여야 하며, 운재로를 시설한 목적이 완료된 후에

표 9. 벌채업무 담당그룹과 실행그룹 간 주벌면적에 대한
인식.

변수 집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개벌면적
30 ha

A 106 2.50 .876
-3.881** 

B 151 2.97 1.019

개벌면적
5 ha

A 106 2.92 .686
-3.219**

B 153 3.26 .998

폭 20 m
수림대

A 104 2.98 .924
 3.629**

B 154 2.56 .870

주 : **p<0.05, A는 벌채업무 담당그룹, B는 벌채실행그룹

1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의거. 2010년 8월의 개정에는 운재로를 시

설할 때에는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운재로를 시설한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조림 그 밖의 방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운재로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으로 개정.

표 10. 벌채면적에 대한 벌채관련 집단 간 인식.

변인 집 단 사례수 평 균 표준편차 F Post hoc.

벌채면적 30 ha

A 106 2.50  .87

4.58**

a

B 25 2.96  .88 ab

C 24 3.17 1.00 b

D 16 3.25 1.00 b

E 86 2.87 1.06 ab

벌채면적 5 ha

A 106 2.92  .68

4.27**

a

B 25 3.04  .79 a

C 24 3.58 1.01 b

D 15 3.60 1.05 b

E 89 3.18 1.01 ab

폭 20 m 수림대

A 104 2.98  .92

3.62**

b

B 25 2.52  .82 ab

C 24 2.42  .77 a

D 15 2.53  .74 ab

E 90 2.62  .93 ab

주 : **p<0.05, A(공무원), B(산림조합), C(벌채업자), D(산림법인), E(산림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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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림 그 밖의 방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12)”로 되어 있

다(산림청, 2010c). 하지만 벌채 시 개설되는 주 운재로 처

리방안에 대한 벌채업무담당그룹, 산림조합, 벌채업자, 산

림소유자의 현장 목소리는 벌채 후 복구 차원에서 재 조

림을 수행할 경우를 대비한 운재로 사용 가능성과 추후

산림관리에 필요한 관리도로로서의 사용도 가능하므로 운

재로를 복구해야 한다는 규제보다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운재로 노폭 2 m 및 복구문제

에 대해 벌채업무 담당그룹(벌채업무담당자)과 벌채업무

실행그룹으로 구분하여 인식조사를 한 결과(Chi-square)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벌채작업 시 개설하는 운재로는 벌

채 후 복구하기 보다는 유지하여 조림 및 벌채 등 산림사

업에 필요할 경우에 재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답에

73%라는 높은 비중의 인식을 나타냈고, 특히 벌채 실행자

그룹(48%)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표 11, 12). 벌채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운재로 복구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하다 하겠다. 

5) 입목벌채 제도의 활성화 요인 분석

(1)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및 신뢰도 검정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입목벌채 허가제도의 개선방

안을 도출하기 위해 벌채업무 담당그룹(벌채업무담당자)

과 벌채업무 실행그룹으로 구분하여 벌채제도 활성화 요

인에 대해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

성 검정을 위하여 벌채제도 활성화에 관한 문항들을 구분

하지 않고 분석하여 각 문항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

지 여부를 확인한 타당성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과정

에서 요인들 간 독립성을 위해 Kaiser 정규화가 있는

Varimax를 통한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벌채제도 활성화

10개 요인은 총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요인

은 전체 분산의 약 31%, 두 번째 요인은 전체분산의 약

30%로서 2개 요인이 전체 총 분산의 약 62%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분석에 사용된 벌채제도 활성화 요인 분석

은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변수의 일관성(consistency)과 관련된 개념으로

비교 가능한 독립된 여러 측정 항목에 의해 대상이 측정

하는 경우에 결과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정하

는 신뢰도 검정(reliability test)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정

은 크게 세 가지 목적에 의해 수행된다. (1)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같거나 비교 가능한 측정 항목을 사용하여 반복

측정할 경우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2)측정 항목이 측정하려고 하는 속성을 얼마나 잘 측정했

는가? (3)측정에 있어 측정 오차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등

이다. 신뢰도 검정을 위해 크론바흐의 알파 계수

(Cronbach's alpha)를 통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검정하였다. 벌채제도 활성화 1

요인의 신뢰도는 .825로 나타났고 2요인의 신뢰도는 .849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0.7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할 수

있으므로 벌채제도 활성화 측정요인의 신뢰도에는 큰 문

제는 없다 하겠다(표 13). 

(2) 벌채제도 활성화 요인에 대한 인식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벌채제도의 활성화 요인에 대

표 11. 벌채업무 담당그룹과 실행그룹 간 운재로에 대한 인식.

변수 집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운재로 노폭 
2 m

A 107 3.34 .531
-3.521**

B 156 3.65 .908

주 : **p<0.05, A는 벌채업무 담당그룹, B는 벌채실행그룹

표 12. 운재로에 대한 벌채관련 집단 간 인식.

변수
집단

전체 χ
2

A B

운재로유지 재사용 68(26%) 125(48%) 193(73%)

8.929**운재로 복구 39(15%) 31(12%) 70(27%)

전체 빈도(%) 107(41%) 156(59%) 263(100%)

주 : **p<0.05, A는 벌채업무 담당그룹, B는 벌채실행그룹

표 13. 벌채제도 활성화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정.

벌채제도 활성화
요인부하량

1요인 2요인

기준 벌기령 완화에 의한 벌채면적 확대  .844  .130

운재로 및 임도 등 벌채관련 시설 지원확대  .777  .122

벌채 기능인의 안전 및 기술교육의 강화  .704  .246

벌채업자에 대한 기계·장비의 지원 확대  .671  .319

신속한 벌채추진을 위한 벌채행정의 간소화  .654  .328

벌채사업 실행자에 대한 임업인과 동일한 다양
한 혜택의 부여

 -.016  .810

벌채업자를 관리하는 이력시스템 도입운영  .286  .799

벌채업자의 안전 및 환경교육 강화 및 인식제고  .434  .730

자원순환 (벌채 )에 대한 환경단체 및 국민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 확대

 .272  .723

산림소유자의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지원 확대

 .331  .629

고유 값  3.145  3.045

분산설명비율(%) 31.449 30.450

누적분산설명비율(%) 31.449 6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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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벌채업무 담당그룹과 벌채

업무 실행그룹으로 구분, 10개 활성화 요인에 대해 현행

대로(3점), 활성화도움에 적다(1점), 활성화도움에 크다(5

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분석은 두 집단 간의

단일변량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

한 결과, 현행 벌채 제도 활성화 요인 10개 가운데 6개 요

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4). 6개 요인은 벌채면

적의 확대, 벌채에 관한 시설지원 확대, 벌채에 대한 기술

교육의 강화, 벌채에 대한 장비지원 확대, 벌채에 대한 행

정 간소화, 벌채에 대한 다양한 혜택 부여로서 벌채제도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그

중에서 기술교육 강화가 집단 간의 인식 차이에서 유의수

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벌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6개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재검토를 통해 벌채제

도의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벌채제도와 외국의 벌채제도를

비교하여 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하는 한편, 벌채업무 담당 그룹(공무원)과 목재벌채 실행

그룹(산림소유자, 벌채업자, 산림조합, 산림법인)을 대상

으로 입목벌채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입목벌채 허

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몇 가

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시키

고자 국산목재 공급 활성화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방안의 일환으로서 수종별 기준 벌기령을 낮추

려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기준

벌기령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벌채업무 담당자 및

표 14. 벌채제도 활성화에 따른 벌채관련 집단 간 인식.

변수 집단 사례 수 평 균 표준편차 F Post hoc.

벌채면적확대

A 105 2.90  .84

7.41**

a

B 25 3.60  .86 b

C 23 3.57  .89 b

D 15 3.47 1.24 b

E 94 3.59 1.10 b

시설지원확대

A 105 3.22 1.02

7.06**

a

B 25 3.64  .95 ab

C 23 3.70  .97 ab

D 15 3.87 1.24 b

E 93 4.01 1.12 b

기술교육강화

A 106 3.26  .89

2.73**

a

B 25 3.40  .91 a

C 23 3.22  .90 a

D 15 4.00  .92 b

E 92 3.55 1.07 ab

장비지원확대

A 105 3.09 1.03

5.94**

a

B 25 3.64 1.03 ab

C 23 3.52 1.12 ab

D 15 4.00 1.06 b

E 92 3.75 1.13 b

행정간소화

A 106 3.22  .96

5.81**

a

B 25 3.88 1.16 b

C 23 3.70 1.14 ab

D 15 4.07 1.28 b

E 93 3.89 1.22 b

다양한혜택부여

A 105 3.03  .93

4.45**

a

B 25 3.64 1.18 ab

C 23 3.61 1.27 ab

D 15 4.00 1.25 b

E 92 3.42 1.16 ab

주 : **p<0.05, A(공무원), B(산림조합), C(벌채업자), D(산림법인), E(산림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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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일부 수종에 대해

서는 기준 벌기령이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제기

하였다. 기준 벌기령을 하향조정하면 국산목재 공급량이

증가되어 산림 바이오매스 공급 증대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 측면에서의 재검

토를 실시한 후에 기준 벌기령 조정을 실행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외국 입목벌채 제도 비교

를 통해 숲의 다양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대면적 개벌

은 제한하려는 산림시업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 벌

채 후 조림과 연계하여 확실한 갱신을 확보하는 벌채 제

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점, 지역별 특징과 여건을 감안한

표준 벌기령을 도입하여 산림시업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즉, 목재생산량

증가를 위한 목적의 벌기령 조정보다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관점에서 벌채제도가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산림에 벌기령, 벌채면적 등의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각 지역산림의 자연적 조건,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감안한 다양한 산림시업 지침을 작성·제

시하여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벌채 관련 규정을 적용·실

행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규정한 벌채 지침을 위반하여 산림관리를 할

경우에는 벌칙 등의 강한 규제를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벌채제도는 목재생산 위주로 운용되기 보

다는 생물다양성 보전, 수자원 함양, 이산화탄소 흡수 등

다양한 기능을 감안하여 산림의 기능별 발휘를 고려한 합

리적인 수준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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