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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련 정책 및 조치는 2001년 산림법 체계에서 산림기본법 중심의 기능별 법체

계 개편 이후 산림법의 분법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롭게 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1970년대부터 수원함양림조성, 사방사업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크게 밀접하지 않은 수자원

보전기능과 국토보전유지기능이 중요한 산림공익기능 증진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건

휴양기능, 산림생태계와 동·식물 보전관리의 중요성에 따른 생물다양성보전기능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보건휴양기능은 주 5일제의 정착 이후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규모는 적지만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보건휴양기능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능으로

서 짧은 기간에 정부투자의 가시적인 성과와 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bstract: For policies and actions associated promotion of social and environmental benefits of forest in Korea,

various polices have been progressed based on newly established ordinances along with full progresses of

subdivision of the Forest Law since reorganization of regulatory system by functions focused on the Basic

Forestry Act. In these policies, water resource conserving function and national land conserving function which

have little close relation to the people's daily life including formation of forest for conservation of water supply

and erosion control have continued to be promoted since 1970s. Especially in recently years, the policy of

biodiversity conserving function according to importance of health and recreation function and conservation

management of forest ecosystem and animal and plant are being promoted actively. Among them, the health and

recreation functions is featured for various policies to be promoted in spite of small budget for responding

actively to various forest recreation demands after settlement of 5-day workweek system. It seems because the

health and recreation function could obtain visible results of governmental investment and high responses from

the peoples as a function having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eople's daily life.

Key words : social and environmental benefits of forest, forest policy and action, water resource conservation, conserva-

tion and maintenance of national land, health and recreation

서 론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이후 지구환경보전 차원에서 산림의 환경적, 사

회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림과 관련된 국제협약들의

이행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과 지표가 요구되면서 산림

정책의 패러다임은 종전의 목재생산 위주의 임산물 생산

에서 산림생태계의 건강과 생산력 유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휴양서비스 공급, 산림경관보호, 이산화탄소 흡

수 등 산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

진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산림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을 요구받고 있다(김용하와 김세빈, 2008).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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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산림의 본원적 기능인 목재

생산 이외의 생물다양성보전, 대기정화, 국토보전, 수자원

함양, 경관보전, 교육 및 휴양서비스 제공, 산촌전통문화

유지 등과 같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

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교

토의정서 채택으로 인하여 산림이 발휘하는 공익적 기능

의 위상과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공익기능에 대한 가치는 다양한 사회적 수

요와 함께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약 640만

ha)이 1년간 제공하고 있는 산림공익기능(간접적인 혜택)

을 수원함양, 수질정화, 토사유출방지, 토사붕괴방지, 대

기정화, 산림휴양, 야생동물보호 등 총 7개의 기능으로 분

류하여 2005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2003년(약 59조원)

대비 12% 증가한 약 66조원을 평가되었다(국립산림과학

원, 2007). 그러나 이러한 산림공익기능은 공공재의 성격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되어 거래되지 않는

다.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산림공익기능은 사회적으

로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정부가 산림공

익기능 증진 관련 정책 및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산림공익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산림공익기능에 대한 연구는 산림생태계의 총량적인 가

치평가(임업연구원, 1991, 1992, 1993; 윤여창 등 2003;

국립산림과학원, 2005, 2007)와 개별기능(윤여창, 1982;

김연수, 1994; 이창재, 1994; 전현선, 1996; 곽승준 등,

2002, 2003; 이주희와 한상열, 2003)에 관한 다양한 계량

적 평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산림공익기능을 증진시키

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조치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는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산림공익기능을 증진시키

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관련 정책 및 조치는 어떠한 것들

이 있는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련 정책 및 조치를 분석하기 위해

산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림청과 환경부를 대상으로

주요 업무추진계획, 백서, 법령, 예산 등을 살펴보았다. 특

히 산림을 관장하고 있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

및 조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림공익기능은 각 기능이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연

계 되어 그 기능이 종합적으로 발휘하거나 향상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기능에 한정하여 관련 정

책 및 조치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각 기능별로

어떠한 증진 정책 및 조치가 대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산림공익기능을 각 기능별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산림공익기능은 국립산림과학원(2007)

에서 수원함양, 수질정화, 토사유출방지, 토사붕괴방지, 대

기정화, 산림휴양, 야생동물보호 등 총 7개의 기능으로 분

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산림공익기능 분

류체계 보다는 산림청 산림과학 특정연구과제인「산림환

경서비스 지불제 연계를 고려한 산림공익기능 평가기법

개발연구(2008년 3월~2011년 3월)」에서 새롭게 분류한

산림공익기능(수자원보전, 국토보전유지, 지구온난화방지,

생활환경형성, 보건휴양, 생물다양성보전, 산림경관, 문화

유산유지 등 총 8개 기능)을 기준으로 각 기능별 증진 관

련 정책 및 조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과 및 고찰

1. 산림기본계획으로 살펴본 산림공익기능 증진 정책

산림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

조~제6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정하는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서 산림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

항,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산림의 공익기능 증

진에 관한 사항, 산림문화·휴양 증진에 관한 사항, 산림

재해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임산물의 생산·가공·

유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등 산림과 관련된 종합적인 내

용을 담고 있다(산림청, 2007). 

이러한 산림기본계획에 나타난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

련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산림공익기능에 대한 시각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치산녹화기(1979~1987)때부터이다. 이

기간 동안의 산림공익기능 관련 주요 정책은 천연림보육

및 산지 경제림 조성과 함께 정책상에 있어서 산림의 공익

적 기능이 강조되었고, 이와 함께 국토보전 및 재해방비를

위해 설정된 보안림의 효율적 관리가 실시되었다(표 1). 

제3차 산림기본계획(1988~1997) 기간 동안의 정책 특

징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휴양 및 레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정책과 5대강유

역의 산림관리 강화 및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생활

환경림 조성 등이 추진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국내외 산

림환경기능의 중시에 따른 정책 변화가 강조되어 1996년

4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산림분야 실천과제로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 강화, 5

대강유역의 수원함양림 조성 확대, 산림 문화가치 등이 부

각 되었다(산림청, 1997).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 기간 동안의 정책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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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구현”을

목표로 많은 물, 휴양문화 등 산림서비스 기반 확충이 중

점적으로 실시되었고, 백두대간보호 관리체계 마련 및 생

물다양성보전의 일환으로서 산림생물종의 체계적인 보전

과 관리가 실시되었다(산림청, 2003).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된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

에서는 “지속가능한 녹색복지국가 실현”의 목표 하에서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기후변화에 대

응한 탄소흡수원 확충, 생물다양성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충, 국

유림의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산림공익기능 증

진 목표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산림청, 2008a).

2.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련 정책 및 조치

1) 산림공익기능별 정의

산림공익기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실시되었지만 각

기능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재 실시되고 있는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련 정책 및 조치

를 살펴보기에 앞서 각 기능별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각 기능

별 정의는 산림청 기획연구과제인「산림환경서비스 지불

제 연계를 고려한 산림공익기능 평가기법 개발연구(2008

년 3월~2011년 3월)」에서 정립한 내용을 참고로 하였다.

산림은 목재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수자원보

전, 국토보전유지, 지구온난화방지, 생활환경형성, 보건휴

양, 생물다양성보전, 산림경관, 문화유산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각 기능에 대해서

선행연구 및 문헌을 참고로 하여 정의를 정립하면 다음과

같다. 

수자원보전기능은 유역에 있어서 물의 순환과 관련하

여 “산림토양이 강수를 저장해 하천에 흘러드는 물의 양

을 평준화하여 홍수, 갈수를 막고 그 과정에서 수질을 정

화하는 기능”을 말하며, 수원함양기능과 산림정수기능으

로 구분할 수 있다(임업연구원, 1992; 日本學術會議, 2001;

木平勇吉, 2005; 국립산림과학원, 2007).

국토보전유지기능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림이 급경

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경우 토사유출,

토사붕괴 등 토사재해가 발생하며 대형재해로 발전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재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말

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기능으로서는 토사유출방지기능

과 토사붕괴방지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우보명 등, 1997;

日本學術會議, 2001; 木平勇吉, 2005; 국립산림과학원,

2007). 

지구온난화방지기능은 산림이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유

지시키는데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 즉 교토의정서의 산

림 탄소흡수원 개념을 적용하여 “산림이 광합성작용을 통

하여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이산화탄소

를 흡수·저장함으로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日本學術會議, 2001; 木平勇吉, 2005; 국립산림과

학원, 2007). 

생활환경형성기능은 거주환경유지를 위해 대기의 정화

나 기온의 완화 등 “산림이 가지고 있는 생물·물리화학

적 기능이 대기나 에너지의 순환에 관련된 지역 환경의

구성요소로서 기능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이 형성되

는 것”으로, 도시에서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서

산림이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日本學術

會議, 2001; 北海道, 2004; 木平勇吉, 2005). 

보건휴양기능은 산림과 인간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작

용으로 생겨난 기능으로서 삼림욕이나 하이킹, 캠핑 등과

같이 “실외 레크리에이션에 산림을 이용함으로써 인간(개

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향상 및 치료효과를 발휘하는 것”

을 말하며, 주요 기능으로서는 산림휴양기능과 산림치유

표 1. 산림기본계획 기간의 주요 산림정책.

구 분 주요 산림정책

제1차 산림기본계획
(1973~1978)

범국민식수체계 확립, 농촌연료대책, 화전정리, 사방사업질서 확립, 의무조림강화, 야생동물보호
관리, 산림행정기구 강화

제2차 산림기본계획
(1979~1987)

대단위 경제림단지조성, 산지이용구분조사, 임업구조개선, 보안림의 효율적 관리, 자연휴양림
조성, 야생동물증식·보호, 병충해방제

제3차 산림기본계획
(1988~1997)

임업진흥촉진지역지정, 산림경영기반확충, 유통구조개선사업, 산촌종합개발추진, 생물다양성보
전관리강화, 5대강유역 수원함양림조성, 산림휴양·문화시설확충, 산지이용체계재편

제4차 산림기본계획
(1998~200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법·제도구축, 숲가꾸기 본격 추진, 산림서비스기반 확충(많은 물, 휴양·문
화), 산촌개발사업추진, 백두대간보호 체계 마련, 산림생물종 보전관리,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제5차 산림기본계획
(2008~2017)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공익기능 평가방법 개발 및 법·제도 정비), 기후변화에 대응
한 탄소흡수원 확충(숲가꾸기, 도시림 조성), 생물다양성보전·생태계 건강성 증진(산림보호법 제
정, 산림생물다양성 계획 수립, 산림생물자원 보전강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공간·서비스 확충
(도시녹색공간 확충, 휴양·문화시설 확충, 등산·산악레포츠 환경조성), 국유림의 공공서비스 강화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 확대)

자료: 1. 산림청. 1997. 한국임정50년사. pp. 1011.
2. 산림청. 2003. 제4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pp. 210.
3. 산림청. 2008a. 제5차 산림기본계획 2008~2017. p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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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日本學術會議, 2001; 윤여창

등, 2003; Forestry Commission, 2004; 木平勇吉, 2005).

생물다양성보전기능은 산림생태계가 “유전자, 종 생태

계 차원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기능을 발휘 할 뿐만

아니라, 유역의 수환경과 물질순환을 통해서 하천생태계

와 연안생태계의 형성·보전에 도움을 주는 근원적인 기

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신준환, 1995; 日本學術會議,

2001; 北海道, 2004; 木平勇吉, 2005). 

산림경관기능은 “비일정상적 경관 즉 집이나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여행 등을 하면서 관찰자에게 보여

지는 산림의 형상, 색채, 분위기 등으로 인해 일상경관과

다른 시각적인 품질과 미적 가치 등 인간의 심적 사상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을 말하며, 산림의 지형 등 무생물학

적 요소와 숲, 나무 등의 생물학적 요소를 포함한다(한국

경관생태연구회. 2001; 이도원, 2001; Forestry Commission,

2003; Forestry Commission, 2004; 森林景觀硏究會, 2006).

문화유산유지기능은 “국민의 정신과 전통적인 문화유

산을 유지시키는 기능, 즉 산림이 존재함으로서 유적이나

전통적인 문화유산이 현재까지 계승 발전되고 유지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日本學術會議, 2001; 北海道. 2004;

木平勇吉, 2005).

2) 산림청 소관 산림공익기능 증진 정책 및 조치

산림청 소관 산림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 산림공익기능 증진 주요 정책의 경

우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산림공익기능을 유지 증진해야 한다는 국유재

산관리 사업이 있다. 

수자원보전기능 증진 주요 정책으로는 수원함양림 숲

가꾸기 사업, 수원함양림 조림 등, 국토보전유지기능은 사

표 2. 산림청 소관 산림공익기능 증진 주요 정책.

기능별 주요 정책

전체 공익기능 국유재산관리

수자원보전 수원함양림 숲가꾸기 사업, 수원함양림 조림, 5대강유역 수원함양림 산림사업

국토보전유지 사방사업

지구온난화방지 탄소흡수원 확충

생활환경형성 생태보완조림,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도시림 확충

보건휴양

치유의 숲 운영 등을 통한 산림치유 활성화, 국유자연휴양림 운영 혁신 및 지역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 혁신, 누리는 산림문화·휴양서비스 확충, 훼손 등산로 정
비 및 등산로 유형별 구분·관리, 산악레포츠시설 지침 마련, 등산학교 운영 및 등산안내서비스 제공, 등
산정보시스템 개선, 한국등산지원센터 설립·운영, 수목장 제도 및 모델 수목장림 운영

생물다양성보전
금강소나무 육성사업, 산림식물신품종보호제도, 산림생태계·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산림생물자원의 체
계적 보전이용,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

산림경관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 경관숲 조성 숲가꾸기 사업, 백두대간 국가숲길 관리

문화유산유지 산림문화자산 지정·관리 기반 구축

자료 : 산림청. 2008c.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pp. 338. 

그림 1. 산림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주요 산림법제·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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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업, 지구온난화방지기능은 탄소흡수원 확충, 생활환

경형성기능은 생태보완조림,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도시

림 확충 등, 보건휴양기능은 치유의 숲 운영, 국유자연휴

양림 운영, 누리는 산림문화·휴양서비스 확충, 등산학교

운영 및 등산안내서비스 제공 등, 생물다양성보전기능은

산림식물신품종보호제도, 산림생태계, 산림생물다양성 증

진 관리 등, 산림경관기능은 경관숲 조성 숲가꾸기 사업,

백두대간 국가숲길 관리 등, 문화유산유지기능은 산림문

화자산 지정·관리 기반 구축이 있다(표 2).

한편, 산림청 소관 산림공익기능 증진 주요 법령을 살

펴보기에 앞서 산림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산림법령 제·

개정 내용을 간략히 보면, 2001년 이전 주요 산림관련 법

령으로는 산림법, 임업진흥촉진법, 사방사업법 등이 있었

다. 그러나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

회의(UNCED) 이후 산림을 목재생산 등 임산물을 공급하

는 기능뿐만 아니라 환경적·문화적 가치 등을 중요시하

는 인식 확대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천해야한다는

요구가 증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2001년 산림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게 되었고 이를 중심

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산림법령을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이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련 다양한 법

령이 새롭게 제정되게 되었다(그림 1).

산림청 소관 산림공익기능 증진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전체 공익기능 증진 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산림정책의 주

요 목적으로서 산림의 다양한 기능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산림기본법(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장 산

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이 있다. 특히, 산림기본법에서는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산림기본계획 수

립·시행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시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포괄적인 산림공익기능 증진 정책 및 조치 내용이 규

정되어 있다.

수자원보전기능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즉 산

지전용허가기준에 의거하여 토사유출·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 및 산림의 수원함양·수질보전기능 등을 해치지 않

아야 한다는 산지관리법(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이

있고, 국토보전유지기능은 산지 및 사방사업으로 인한 토

사유출·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사방사업법

이 있다. 생활환경형성기능은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

관리를 통해 도시에서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도모하

기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도

시림의 조성·관리)이 있고, 보건휴양기능은 산림문화·

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숲을 지정·운

영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국민

의 숲 지정·운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다. 산림경관기능은 백두

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 문화유산유지기능은 국민

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표 3).

3) 환경부 소관 산림공익기능 증진 정책 및 조치

환경부 소관 산림공익기능 증진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전체 산림공익기능 증진 주요 정책으로는 환경개선부담

금,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이 있다. 수자원보전기능은 수질

개선부담금,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상수원보호구역 관

리 등, 보건휴양기능은 자연공원관리, 생물다양성보전기

능은 국가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기능은

표 3. 산림청 소관 산림공익기능 증진 주요 법령.

기능별 주요 법령

전체 공익기능

산림기본법(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장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를 위해 국유림 확대), 산지관리법(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수자원보전 산지관리법(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산림의 수원함양·수질보전기능 등을 해치지 아니할 것)

국토보전유지 산지관리법, 사방사업법

생활환경형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도시림의 조성·관리, 제21조 가로수의 조성관리)

보건휴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국민의 숲 지정·운영), 수목
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보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
칙 : 임업경영은 산림보전과 이용조화, 산촌진흥은 산림생태계, 동식물보전 고려)

산림경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유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자료 : 1. 산림청. 2007. 산림관계법령집. pp. 1046.
   2. 법제처. 2008.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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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 보전, 자연환경보호 지정 및 보전

대책 등이 있다(표 4). 

한편, 환경부 소관 산림공익기능 증진 주요 법령으로는,

전체 공익기능 증진 법령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

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는 환경

정책기본법이 있고, 수자원보전기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등이 있다. 국토보전유지기능은 산지개발

사업, 토석·광물 등 채취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산

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있고, 보건

휴양기능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는 자연공원법과 환경교육진흥법 등이 있다. 생

물다양성보전기능은 자연환경조사, 생태계의 변화관찰,

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

책 수립 및 국제협력,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법(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

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등이 있다. 산림경관기능은 자연환경보전법(제2장 생태·

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이 있고, 문화유산유지기능은 문

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

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표 4. 환경부 소관 산림공익기능 증진 주요 정책.

기능별 주요 정책

전체 공익기능
환경개선부담금,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
경영향평가제도

수자원보전
수질개선부담금 ,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보건휴양 자연공원 관리

생물다양성보전국가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 보전, 자연환경보
호 지정 및 보전대책

자료: 1. 환경부. 2007. 2007 환경백서. pp. 831.
  2. 환경부. 2008. Online(http://www.me.go.kr)

표 5. 환경부 소관 산림공익기능 증진 주요 법령.

기능별 주요 법령

전체 공익기능 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보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금
강·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상
수원 관리규칙 

국토보전유지 환경영향평가법

보건휴양 자연환경보전법(제4장 자연자산관리), 자연공원법, 환경교육진흥법

생물다양성보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자연환경보전
법(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아생동·식물보
호법

산림경관 자연환경보전법(제2장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문화유산유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자료 : 법제처. 2008. 종합법령정보센터 online(http://www.klaw.go.kr)

표 6. 예산 편성상의 정책 중요도.

구 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전반기

1990년대
후반기

2000년
이후

산림자원조성
조림, 육립 ○ ○ ○ ○ ○

숲가꾸기 공공사업 X X X ● ●

산림자원보호
산림병해충방제 ○ ○ ○ ● ●

산불방지 ▲ ○ ○ ● ●

산림경영기반구축

협업경영 X  ▲ ○ ○ ▲

임산물유통구조개선   ▲ ○ ○ ○

임도건설   ▲ ○ ○ ● ○

공익기능증진

자연휴양림조성 X X ▲ ○ ●

산림생태관리 X X  ▲ ○ ●

사방사업 ○ ○ ○ ○ ○

농산촌소득사업
산촌종합개발 X X  ▲ ○ ○

임산물소득증대 ▲ ○ ○ ● ○

주 : X (보통), ▲ (어느 정도 중요), ○ (중요), ● (매우 중요)
자료: 1. 산림청. 1997. 한국임정50년사. p.1011.

  2. 산림청. 2003. 제4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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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국민신탁법 등이 있다(표 5).

3.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련 예산 및 조직

1) 산림청 소관 예산 및 조직

산림기본계획 기간 동안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요 정책

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

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산림자원육성, 산림자원보호, 사방

사업은 산림정책상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림생태관리는 1990년대

이전까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으나,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부터 중요한 정책으로 자

리매김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표 6). 이는 제4차 산

림기본계획(1998~2007)의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가 산

림휴양시설 확충 등 산림의 사회적 기능 제고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관리에 중점이 놓여있었기 때문이다(산림청,

2003a). 

산림청 산림부문 주요 예산의 특징은 산림의 다양한 기

능이 최적으로 발휘되도록 산림의 역할 증진(산림자원육

성 부문)과 임업의 경쟁력 강화(산림경영기반구축 부문)

에 가장 많은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

해 숲가꾸기 사업의 확대와 지속적인 조림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숲가꾸기 산물확대 및 탄소흡

수원 확충 관련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08년 산림부문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환경적

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산림자원육성

부문의 경우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631억원, 산림자원보

호는 사방사업에 1,010억원, 임업경쟁력 강화 및 산림경

영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경영기반구축 부문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유림 매수에 1,039억원이 배정되었다. 반

면, 휴양·녹색공간조성 부문의 경우 타 사업부문에 비해

서 예산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자연휴양림 시설확충,

도시숲 조성·관리, 산림생태계 및 식물자원보전·관리

등 다양한 사업에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련 예산이 배정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산림공익기능과 관련된 산림청 조직을 살펴보면, 산림

청은 1995년에 국내외 산림환경기능의 중시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환경과를 신설하였다(산림청,

1997). 2003년에는 주 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에 따라 급

격히 증가될 산림휴양·문화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다양

한 산림휴양·문화시설의 조성·관리 업무를 체계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 산림문화과를 새로이 신설하였다. 그 이

후 2006년부터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설기능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도시숲정책팀, 등산정책팀을 신설하게 되었다. 아울

러 산지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산지보전단을 신설

하여 산지정책, 국유림관리, 백두대간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을 개편하였다(산림청, 2006). 2008년에는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시지역 안의 산림이 급속한 감소에

있는 반면,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

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원정책본부의 도시숲정책

팀을 산림보호국의 도시숲경관과로 재편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한편, 현행 산림청 조직에 있어서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

련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산림정책

과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평가, 기후변화대응, 자원육성

과에서는 산림서비스경관림, 품종보호 및 산림유전자원계

획수립, 숲가꾸기 등, 산지제도과에서는 산지복구, 산지보

전, 국유림 확대, 휴양등산과에서는 산림휴양정책, 산림문

화, 등산지원, 산림환경보호과에서는 산림생물다양성 보

전 관리, 보안림, 수목원, 백두대간보전, 도시숲경관과에

표 7. 산림부문 주요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8년도 주요 추진 정책 및 예산

산림자원육성 2,167 2,039 3,257 3,839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3,208)

산림서비스 증진 및 산림보호 강화 등(631)

산림자원보호 1,548 2,154 2,534 2,514
사방댐 대폭 확대 등 사방사업(1,010)

산불방지, 산림병충해 방지 등(1,504)

산림경영 기반구축 1,919 1,986 3,477 3,769

임업경쟁력 강화 등(2,044)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유림 매수(1,039)

산림생태마을 조성(228)

R&D 사업(458)

휴양녹색 공간조성 912 1,224 1,471 1,695

자연휴양림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462)

도시숲 조성관리(662)

산림생태계 및 식물자원 보전 관리(430)

산림유전자원 보전 등(141)

자료 : 산림청. 2008. 2008년도 예산내역서. pp.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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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도시숲경관, 경관림, 녹지조경, 치산복원과에서는 사

방사업, 산림복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산림청, 2008d).

2) 환경부 소관 예산 및 조직

환경부의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련 주요 예산은 수질보

전 및 자연보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환경부의 주요 업

무 정책방향이 대기, 물 환경, 자연보전 등에 중심축을 이

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보전 예산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

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8년의 경

우 자연보전 예산이 2007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는 국립생태원 건립, 국립공원 지킴이 사업 등과 같은 산

림휴양기능 신규사업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표 9).

한편, 산림공익기능 증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조직을 살펴보면, 환경전략실에서는 지구온난화방지와 생

활환경형성기능인 대기환경보전,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

장기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물환경정책

국에서는 수자원보전기능인 수질보전, 수계별 영향권별

표 8. 산림청 조직 변천 현황.

1995년 2003년 2006년 2008년

산림정책국
−임정과
−임산물유통과
−보호과
−국제협력과

임업정책국
−임업정책과
−산지관리과
−산불방지과
−국제협력과

자원정책본부
−산림정책팀
−산림자원침
−숲가꾸기팀
−도시숲정책팀
−국제협력팀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자원육성과
−산림고용팀
−산림경영지원과
−국제산림협력과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
−산림환경과
−산림토목과
−기술지원과

국유림관리국
−국유림관리과
−국유림경영과
−산림보호과
−산림문화과

산림이용본부
−경영지원팀
−산촌소득팀
−목재이용팀
−산림휴양정책팀
−등산정책팀

산림이용국
−산지제도과
−산지컨설팅과
−국유림관리과
−휴양등산과
−목재소득과

산림경영국
−산림경영과
−관리과
−산지계획과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
−산림자원과
−목재이용과

산림보호본부
−산지보전단
−산림환경보호팀
−산불방지팀
−치산팀
−산림병충해팀
−산림재해상황팀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도시숲경관과
−산불방지과
−치산복원과
−산림병해충과

주 : 밑줄 친 부분은 새로이 신설된 조직임.
자료: 1. 산림청. 1997. 한국임정50년사. pp. 1011.

  2. 산림청. 2006. 2006년도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pp. 616.
  3. 산림청. 2008e. Online(http://www.forest.go.kr)

표 9. 환경부 예산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수도 2,433 1,958 2,034 2,255 2,295 17,985

수질보전 3,366 3,773 16,311 15,675 17,372 3,316

폐기물관리 3,086 2,867 2,787 2,773 2,771 2,873

대기보전 856 1,042 1,933 3,249 3,486 3,599

자연보전 914 1,102 1,262 1,576 1,991 2,788

환경보호일반 1,813 2,068 2,243 2,167 3,131 1,764

기 타 1,569 1,709 1,987 2,297 1,186 - 

계 14,037 14,517 28,557 29,992 32,232 35,914

자료: 1. 환경부. 2007. 2007 환경백서. p.831.
      2. 환경부. 2007. 2008년 환경부 예산 3조 6천억원으로

크게 증가. 보도자료(2007. 12)

표 10. 환경부 조직 현황(2008년 현재).

환경전략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전략총괄과
−환경산업과
−환경협력과
−환경기술과
−환경보건정책과
−화학물질과
−생활환경과
−기후대기정책관
−국제협력관

−물환경정책과
−유역총량제도과
−수생태보전과
−산업수질관리과
−상하수도정책관

−자연정책과
−자연자원과
−국토환경정책과
−국토환경보전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정책과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과
−자원재활용과
−폐기물에너지팀

자료 : 환경부. 2008. Online(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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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대책, 자연보전국에서는 전체 산림공익기능 증진

인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와 함께 보건휴양과

산림경관기능 및 생물다양성보전기능인 자연환경보전, 국

립공원관리, 자연생태계 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표 10).

요약 및 결론

최근 들어 국민생활 개선 및 쾌적한 자연환경을 추구하

는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휴양, 맑은 물, 깨끗한 공

기, 아름다운 경치 등 산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산림공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재 실시

되고 있는 관련 정책 및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련 정책 및 조치는 2001년 산림법

체계에서 산림기본법 중심의 기능별 법체계 개편 이후 본

격적인 산림법 분법화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제정된 법령

에 근거하여 다양한 관련 정책 및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및 조치에는 1970년대부터 수원함양림조

성, 사방사업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수자

원보전기능과 국토보전유지기능이 중요한 산림공익기능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최근

에는 보건휴양기능 및 산림생태계와 동·식물 보전관리

의 중요성에 따른 생물다양성보전기능 관련 증진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보건휴양기능은 국민이

직접적으로 누리고 이용하는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적

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규모는 타 사

업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양한 정책 및 조치

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보건휴양기능이 국민의 일상생활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능으로서 산림휴양시설 확

충 등과 같이 짧은 기간에 정부투자의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련 담당조직 또

한 2003년 이후 주 5일제 확대 시행에 따른 산림휴양·문

화수요 및 새롭게 제정된 법률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휴양기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신설 및 개편

이 추진되었다. 

환경부 소관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련 주요 정책은 수자

원보전기능과 생물다양성보전기능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

는데, 이는 환경부의 정책방향이 주로 대기, 물 환경, 자연

보전 등에 중심이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한편, 향후 산림공익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다양하

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련

정책 및 조치 또한 다양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

들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누리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림,

산림치유, 등산서비스, 산림휴양시설 이용 등과 같은 보건

휴양·생활환경형성기능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한 산림의 지구온난화방지기능(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의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정책 및 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향후 정부가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산림공익기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과거 혹은 현

재 실시되고 있는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련 정책 및 조치

에 대한 정책적 효과분석을 통해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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