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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orest watershed management project was introduced in 2004 to develop ecologically 
sound forest watersheds. It includes landslide prevention and erosion control, water resource 
management, landscape development, and forest resource management. However, it has been 
managed fragmentarily and inefficiently, far from the original intents. This study investigated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roject. Literature reviews were 
conducted on forest watershed management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surveys were 
conducted on 201 erosion control experts. When introduced, the forest watershed management 
project was well planned and implemented as intended. It later turned to focus only on disaster 
prevention such as erosion control dams and stream conservation measures.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a majority (89% and 86%) of surveyees wanted increases in the project period and 
budget. They also responded that conflicts with local residents (51%) and determining project 
locations (32%) were the most difficult tasks when implementing the projects, and only 36% 
kept project records. To plan and implement the projects as intended, the following suggestions 
should be considered: (1) establishment of a solid legal foundation and improvement of the 
erosion control practices law; (2) increase in the project period (from 1 to 2 - 3 years) and 
budget; (3) development of a manual for project site selection and guidelines; (4) monitoring 
and systematic information management; and (5) development of spatial analysis tools for 
watershed analysis and management.

Keywords: erosion control, forest resource management, forest watershed management 
project, landscape development, water resource management

Introduction
2004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재해에 강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유역의 조성을 위해 산림수계유역 전체를 통합하여 각종 재해방지, 수원함양, 수
질정화, 자원증축, 환경기능 증진 등의 다기능적 복합 관리로 산림의 공익 생산기능을 최대
한 발취하게 하는 사업으로 치산사업, 물관리사업, 경관조성사업 및 산림정비사업을 포함하
는 종합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KFS Yeongju District Office, 2006;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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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전체에서 다양한 산림사업을 통합하여 산림유역을 관리하는 사례는 미국의 워싱턴주 등 일부지역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이는 1974년 워싱턴 주 산림사업법(Forest Practices Act)에 따라 주유림 및 사유림에 대한 규제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임도에서 토양침식을 막아 공공자원의 보호, 수질 보호 및 어류와 야생동물 서식처를 위한 
수변림 확보, 습지 보호 및 장기적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조림의 의무화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후 임업
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규제와 자원보호를 위하여 과학적 지식에 입각한 많은 규제의 변화가 일
어났는데, 이중 누적유역효과(cumulative watershed effects; Scherer, 2011)는 유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유역 
내 모든 사업이나 행위가 누적되어 유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를 위해 산림유역관리에 유역분석
(watershed analysis)를 이용한다(Washington Forest Practices Board, 2011). 이는 대상 유역의 물리 생물학적 상태에 
따른 산림사업계획을 개발하는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전문가와 토지소유주, 정부기관, 인디언 및 일
반 대중 등의 유역관리자가 함께하는 협력적인 프로세스이다. 유역분석 팀은 짧은 기간(대개 2 - 5개월) 안에 유역
에 대한 자원 및 상태 조사(resource assessment)를 실시하며, 산림사업규정은 이에 필요한 순서, 시행규정, 주요연계 
및 의사결정 요건 등에 대한 제반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Washington State DNR, 2016). 하지만 이러
한 미국의 산림유역관리는 사업의 초점이 수생생태계(연어) 등 공공자원의 보호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
라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임업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며, 성공적인 산림유역관리사업의 시행은 우리나라가 임업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하여 사업의 취지에 맞게 생태환경
적으로 건강한 최적의 효과를 도출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산림유
역관리사업이 계류의 황폐화 방지 및 토석류 차단 등 계곡 중심의 재해예방에만 치중되고 있어 단편적이고 비효
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산림유역관리사업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의 모색 및 새로운 방향제시 등을 통하여 산림유역관리사업의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 및 새
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산림유역관리사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문헌 및 자료조사와 설문조사로 나눌 수 있으며, 수집한 자료를 필요에 따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및 자료조사

기존에 시행된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자료를 산림청, 지자체, 사방협회, 대학 및 산림과학원 등을 통하여 수
집하였으며, 기 시행된 산립유역관리사업 중 적합한 사례를 찾아 참고하였다. 또한, 시행된 개소수와 예산을 파악
하기 위해 산림청 예산 및 결산 자료, 임업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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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산림유역관리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주, 타당성 평가, 설계, 시공 등에 관련되는 다양한 집단으로 부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는 지방산림청, 지자체 공무원, 산림조합,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 업체, 산림과
학원 등 관련 전문가 201명에게 전자 우편 또는 세미나에서 직접 수령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문헌 및 자료
조사를 통하여 작성하고 이를 산림유역관리사업 전문가와 산림청 관계 공무원과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였다. 조사
한 설문내용은 사업정보유무, 사업시행유무, 사업시행횟수, 사업관련자료, 현장모니터링 경험, 사업의 정의, 대상
유역면적, 적정 단가, 적정 사업기간, 기술자문의 필요성, 증진사업 시행여부, 사업 시행 중 힘든 부분, 모니터링 필
요여부, 모니터링 주체, 사업시행 진행여부 등이었다.
수집된 설문자료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항목에 대하여 빈도분석, 평균 비교, 교차분석을 실행하였
다. 또한 설문 집단을 근무처, 근무연수, 사방분야 근무연수, 사방관련 업무여부, 업무지역, 사업시행 유무, 사업시
행 횟수 등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에는 카이제곱 검정(Zar, 1996; Lee et al., 2020)
을 유의수준 α = 0.05에서 사용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및 자료조사를 통해 그 역사와 변화를 우선 알
아보았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의 역사와 변화

2004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의 배경에는 (1)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의 대형화가 빈번해지고, (2) 인위적인 산림형질변경 등 산림의 타용도 이용으로 재해위험이 증가하고, (3) 기존의 
사방사업의 경우, 도·시군 간 지역안배 위주의 사업량 배정으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4) 산림사업종별로 담
당 부서에서 각각 별개로 추진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며, (5) 사방구조물의 단식시공(1계류 1개소)으로 효과발휘가 
미흡하여 고도의 산림기능증진을 위한 완결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Jeollabuk-do Forest Environment 
Research Center, 2005).
사업초기 추진방법은 (1) 2004년 지자체 및 지방산림관리청에서 전국 사업대상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 지자체에서 산림청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보고하면, (3) 산림청, 산림과학원, 전문가 등으로 대상지 평가
단을 구성하고, (4) 평가단의 현지조사·확인·평가 후 산림청에서 대상지를 확정하였다. 이후 (5) 지자체(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실시설계를 실행하고, (6) 공사를 실행한 뒤, (7) 실행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Jeollabuk-do Forest Environment Research Center, 2005).
사업 초기에는 1년 설계 후, 2년 시공 등 총 3년 기간을 연차별로 나누어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추진하였는데, 1차
년도에는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2차년도에는 치산사업, 물관리사업, 임도구조개량 및 등산로정비 등을, 3차년
도에는 조림, 육림사업, 편익시설, 경관조성사업 및 방재림조성 등을 실행하였다(KFS Forest Engineering Division, 
2005; KFS, 2007). 하지만 2008년부터는 사업기간을 1년으로 줄이게 되어서 설계부터 시공을 1년에 완료하는 방식
으로 변경되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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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역관리사업의 개소당 기준단비는 시행 초 25억 원으로 하였으나, 지역에 따라 15 - 35억 원 규모로 사업 추
진하였다(Table 1). 이는 사전설계에 따른 심의를 강화하여 적정예산이 투입되도록 개소별 사업규모를 탄력적 조정
한 까닭이다. 하지만 2005년 사업단비가 22.5억원, 2006년 17.5억원 등으로 줄었고(KFS, 2007), 이후 2009년부터 지
금까지 11억 4천만 원으로 고정되었다(Fig. 1). 현재까지 189개소에 1,834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사업
단비와 사업기간이 줄었고, 2013년 이후로는 매년 5 - 6개소에 총 4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다가 2017년 이후 개소수 
및 사업비가 크게 증가해 2020년에는 25개소에 2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KFS, 2004-2020; KFS, 2006-2019; KFS, 
personal communication, 4 September 2020; Table 1; Fig. 1 and Fig. 2).

Table 1. Statistics of forest watershed management projects from 2004 to 2020.
Year Number of projects Unit cost (million ￦) Project duration Total budget (million ￦)
2004 3 2,500 2 3,500
2005 5 2,250 2 7,278
2006 7 1,750 3 9,965
2007 29 1,750 3 25,316
2008 10 1,500 1 15,569
2009 15z 1,140 1 14,966
2010 15z 1,140 1 15,120
2011 0z 1,140 1 3,960
2012 18 1,140 1 15,652
2013 6 1,140 1 4,332
2014 5 1,140 1 4,332
2015 5 1,140 1 4,332
2016 5 1,140 1 4,332
2017 4 1,140 1 3,200
2018 17 1,140 1 14,300
2019 20 1,140 1 16,600
2020 25 1,140 1 20,600
Total 189 183,354

z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projects from annual budget overview (KFS, 2004-2020) and statistical yearbook of forestry (KFS, 
2006-2019), and this study used annual budget overview (KFS, 2004-2020).

Fig. 1. Annual total budget and unit cost of forest watershed management projects from 2004 to 2020 (KFS, 
2004-2020; KFS, 2006-2019; KFS, personal communication, 4 Sept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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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nual number of forest watershed management projects from 2004 to 2020 (KFS, 2004-2020; KFS, 
2006-2019; KFS, personal communication, 4 September 2020).

현재까지 각각 시행된 189개소 중 172개소는 지자체에서, 17개소는 지방산림청에서 시행하였으며, 지자체 중 강
원(35개소), 전남(29개소), 경남(29개소), 충북(23개소), 경북(18개소), 전북(16개소) 등 산지면적이 넓은 지역에서 
시행량이 많았다(Fig. 3). 지방산림청의 경우도 비교적 산지가 험하고 면적이 넓은 북부청이 5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부청 4개소, 동부청, 남부청 3개소, 중부청 2개소 시행되었다(Fig. 4).

Fig. 3. Number of forest watershed management projects by local cities and provinces from 2004 to 2020 (KFS, 
2004-2020; KFS, 2006-2019; KFS, personal communication, 4 Sept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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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초기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을 (1) �집수유역 면적이 500 ha 이상 되는 곳으로, 유역은 계류를 따라 상하가 연결
되어 다양한 치산사업의 계통적 시공이 가능한 곳�, (2) �임종과 임상이 다양한 울폐된 산림으로, 토질은 화강 편마암
이 풍화된 곳으로서 경사가 급하고 집중강우 시에 산사태, 유목피해 등이 우려되는 곳�, (3)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원
하는 곳으로, 산주와 개재된 토지 이용자들이 토지이용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곳� 등으로 정하였다(KFS Forest 
Engineering Division, 2005). 하지만 사업 개시 후 많은 개소의 산림유역관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의 선정
기준에 따른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재해우려가 높은 소규모의 유역에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초기 산림유역관리사업의 주요공종은 재해방지 사방사업(산복안정공 및 사방댐의 계통 시공, 계류정비 및 
야계사방 시공, 야계수질보전시설 등), 녹색댐 및 경관조성사업(조림 및 육림, 경관조성), 산림정비사업(임도구조
개량, 등산로정비)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사업단비 및 기간이 줄어든 후에는 계류 중심의 재해방지 사방사업 
위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의 현황

2004년도부터 시행된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처음 시작할 당시의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현재에는 재해예방 중심
의 사방댐, 계류보전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사업 추진방법은 (1) 지자체에서 산림청으로 사업대상지 후
보를 선정하여 보고하고(사업 전년도 여름), (2) 이를 근거로 산림청이 사업대상지 물량을 배분하고(사업 전년도 
10월), (3) 사방협회가 대상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사업 전년도 11월), (4) 사업주체(지자체 및 지방
청)가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설계 시행하며(약 12월 - 3월), (5) 다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산림조합 등) 공사를 실행
하는(약 5월 - 11월) 순으로 되어 있다.
현재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지자체에서 보조사업(국비보조 70%)으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유
림 집단 분포지는 지방산림청에서 사업 실행한다. 또한 객관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타당성평가, 설계와 시공은 분
리하여 추진하며, 타당성평가는 사방협회에서, 설계는 산림환경연구소, 엔지니어링사업본부 및 도지회에서, 시공
은 산림토목사업소, 도지회 또는 산림조합에서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Fig. 4. Number of forest watershed management projects by Regional Forest Service from 2004 to 2020 (KFS, 2004-
2020; KFS, 2006-2019; KFS, personal communication, 4 Sept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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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은 현재 1년이므로 기간 안에 준공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며, 따라서, 산림유역관리를 위한 예비설
계, 실시설계 및 다양한 공법을 고려하지 못하고 설계 및 시공이 단순한 사방댐, 계류보존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당해 연도에 사업을 종료하여야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대부분 수의계약으
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현재 사업단비는 11억 4천만 원으로 재해방지를 위한 사방댐, 계류보존사
업 등에 사업비를 투입하면 수원함양, 수질정화, 자원증축, 환경기능 증진 등 다기능적 복합 관리를 위한 사업을 하
기 힘든 현실이다. 따라서, 사업기간을 늘리고 사업비 또한 증액을 하지 않고서는 원래의 취지대로 산림유역관리사
업을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이 개시된 후 189개소의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 선정기
준인 500 ha 이상의 대상지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아 100 ha 미만의 소규모의 유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
이며, 과거 사방사업을 시행한 유역에서도 추가로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주요공종으
로 재해방지 사방사업 중 대부분 계류에서 시행되는 사방댐 및 계류정비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경관
조성, 산림휴양 등의 목적으로 사방댐이나 계류정비사업이 시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초기에 시행되었던 수원함양, 
수질정화, 자원증축 및 환경기능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공종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림유역관리사
업에 관한 자료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지자체에서 시행한 사업 자료
는 시공업체가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통한 산림유역관리사업의 문제점

설문대상집단 분석
설문은 총 201명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응답자의 근무처는 지자체(39.1%), 산림조합

(26.0%), 사방협회 및 기타(18.2%), 산림청(16.7%) 등으로 나타났으며(Fig. 5), 근무처에 따라 설문결과가 다를 수 있
으므로 이들 4가지 집단(학교, 연구소,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 업체는 사방협회에 포함)에 따른 설문결과를 추가
로 통계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의 근무연수는 6 - 10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향된 정규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6%정도로 나타났다(Fig. 6). 근무연수에 따라 설문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근무연수
를 7년 미만, 7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7년 미만, 17년 이상 - 25년 미만, 25년 이상 등 5가지 집단으로 나누
고 이에 따른 설문결과를 추가로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사방분야 근무연수는 5년 이하가 가장 많은 것(51.1%)으로 나타났으며, 감소하는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근무연수와 비교해 볼 때 확연히 차이가 나며 이는 산림청, 
지자체 등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Fig. 7). 사방분야 근무연수에 따라 설문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방분야 근무연수를 3년 미만, 3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등 4가지 집단으
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설문결과를 추가로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 사방관련 업무여부를 하고 있다(164명, 83.2%)가 하지 않는다(33명, 16.8%)보다 월등히 많이 나타났다. 사
방관련 업무여부에 따라 설문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설문결과를 추가로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업무 지역은 특별/광역시와 도, 지방산림청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경상북도(20.3%), 강원도(19.2%), 경상남도

(11.9%) 등의 순으로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Fig. 8). 업무지역이 23개로 너무 많은 관계로 산림청 지방청을 기준으
로 5개(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중부청, 서부청)로 구분하여 추가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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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Job type of surveyees.

Fig. 6. Working years of surve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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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들어 봤는지 유무, 과거 시행 여부, 시행 개소수, 자료 소장 유무, 모니터링 유무, 
사업의 취지 이해, 적정 유역면적, 적정 사업비, 적정 사업기간, 기술자문 필요 여부, 재해예방 외 사업시행 여부, 힘
든 점, 모니터링 필요 여부, 모니터링 주체, 잘 시행되고 있는 지 여부, 제안 의견 등 16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Fig. 7. Working years of surveyees for erosion control.

Fig. 8. Working regions of surve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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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역관리사업을 들어 봤는지 유무는 예(185명, 92.5%)가 아니오(15명, 7.5%)보다 월등히 많이 나타나, 대부분 
들어보았다고 나타났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시행해 봤는지 유무는 예(66명, 33.0%)가 아니오(134명, 67.0%)보다 적
게 나타나, 대부분 들어는 봤으나 시행은 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산림유역관리사업의 시행 유무에 
따라 설문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두 집단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설문결과를 추가로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시행 개소수는 응답자의 약 절반(30명, 46.2%)이 한번만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나타났으며, 인천 지
자체에서 10개소, 충남 산림도합 등에서는 8개소를 시행하였다는 응답도 있었다(Fig. 9). 산림유역관리사업 자료 
소장 유무는 예(67명, 36.2%)가 아니오(100명, 54.1%)와 모른다(18명, 9.7%)보다 적게 나타나, 자료의 보관 및 관리
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시행해본 응답자에 대한 모니터링 유무는 예
(31명, 51.7%)가 아니오(27명, 45.0%) 및 모른다(2명, 3.3%)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실제 모니터링 자료는 거의 찾
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어도 자료의 보관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산림
유역관리사업의 취지를 이해하는 지에 대한 대답은 올바른 취지(138명, 69.7%)를 선택한 사람이 재해예방에 국한
된 대답(58명, 29.3%)과 모른다(2명, 1.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비교적 많은 설문 응답자가 산림유역관리사업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의 적정 유역면적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 100 ha 이상(82.5명, 41.5%)과 300 ha 이상(82.5명, 
41.5%)으로 나타났다(Fig. 10). 산림유역관리사업의 적정 사업비에 대한 응답의 약 절반(92명, 46.7%)이 20억이 적
당하다고 나타났다(Fig. 11). 일부 의견 중에는 유역관리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실시 후 추
정되는 사업비를 반영하자는 것도 있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에 대한 응답의 절반 이상(103명, 
52.6%)이 2년이 적당하다고 나타났다(Fig. 12). 이 경우 1차년에 설계, 2차년에 시공을 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며, 3년
을 사업기간으로 하면 추진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사업기간이 3년(63.5명, 32.4%)이라고 응답
한 경우 1년차에 평가 및 기본설계, 2년차에 실시설계, 3년차에 시공 또는 1년차에 설계, 2 - 3년차에 시공 등 2가지 
의견이 있었다. 일부 의견 중에 4년 이상(7.5명, 3.8%)도 있었으며, 장기적으로 연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Fig. 9. Number of past forest watershed management projects conducted by surveyees. WMP, watershed 
manage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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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dequate watershed size for forest watershed management projects.

Fig. 11. Adequate unit cost for forest watershed management projects.

Fig. 12. Adequate project duration for forest watershed management projects.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forest watershed management projec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7(4) December 2020 896

기술자문의 필요 여부에 대한 대답은 예(181명, 91.4%)가 아니오(14명, 7.1%)와 모른다(3명, 1.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대부분 기술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시행해본 응답자에 대하여 
계곡중심의 재해예방 외에 수원함양, 수질정화, 산림자원육성, 환경기능증진,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 생산기능을 
증진하는 사업을 시행해 보았는지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34명, 53.1%)가 예(29명, 45.3%)와 모른다(1명, 1.6%)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이 계곡중심의 재해예방 사업 위주로 시행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재해예방 외에 시행해 본 사업은 산림자원육성(11.2명, 41.4%)과 경관조성(10.5명, 38.9%)을 주로 시행해 봤다
고 응답했다(Fig. 13).

Fig. 13. Types of forest watershed management practices conducted other than erosion control.

산림유역관리사업 시에 힘든 점으로는 대부분 민원 해결(100.5명, 52.1%)과 사업대상지 선정(62명, 32.1%)을 꼽
았으며(Fig. 14), 특히 절반 이상이 민원 해결을 난제로 꼽았다. 특히 민원 해결을 위하여 토지보상금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산림청이나 지자체 등 발주업체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이라고 여겨지며, 설계자나 시공업자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산림유역관리사업 후 모니터링 필요 여부에 대한 대답은 예(186명, 93.5%)가 아니오(8명, 4.0%)와 모른다(5명, 

2.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대부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할 경우 모니
터링을 할 주체에 대한 대답은 상당수(86명, 43.7%)가 사방협회라고 응답하였다(Fig. 15). 사방협회에서는 타당성 
평가 및 사방시설 점검 등을 하고 있으며, 사방시설의 관리는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에서 하고 있다. 유역관리사업
에 사방댐 및 계류보전사업이 대부분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사방협회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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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Difficulties during forest watershed management projects.

Fig. 15. Who would monitor forest watershed manage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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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역관리사업이 현재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예(58명, 30.7%), 아니오(59명, 31.2%), 
모른다(72명, 38.1%)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시행이 잘 안 되는 이유로는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홍
보 및 인식 부족, 유역 전체를 보는 공간설계에 대한 시각 부족, 대상지 선정을 대유역으로 하고 있는 등 사업지 선
정의 어려움, 현재 재해예방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단시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함으로 단순한 토목사
업만을 추진, 시행 후 관리 및 모니터링 부족, 민원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교차분석 결과
수집된 설문자료를 정량적,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근무처, 근무연수, 사방분야 근무연수, 설문문항 중 과
거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 유무, 업무지역 등을 기준으로 대상 집단을 구분하여 각 대상 집단 간의 응답이 유의적
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근무처 및 사방관련 업무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ummary of cross tabulation analysis.

Characteristic Job type Working years EC years Currently 
working EC

Geographical 
location

Heard before ○ ○ ○

Conducted WMP ○ ○

How many WMP ○

Keeping data ○ ○

Monitoring experience
Definition ○

Watershed size ○ ○

Unit cost ○

Duration ○ ○

Technical support needs
Other than EC work
Difficulty ○

Monitoring needs ○

Monitoring agency ○ ○ ○

Success or failure ○ ○ ○

EC, erosion control; WMP, watershed management projects.

근무처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가장 많았으며, 여기에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들어봤는지 유무, 자료소장 유무, 
사업의 이해, 적정 대상유역면적, 사업기간, 힘든 점, 모니터링 필요여부, 모니터링 주체, 현재 잘 시행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산림청과 사방협회, 지자체와 산림조합이 각각 비슷한 응답을 하였으며 이는 산림유역관
리사업 시행에 있어서 각 기관의 역할이 다른데서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특히 산림청이 근무처인 응답자는 모두 
산림유역관리사업을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방협회는 다른 근무처(23.9 - 38.3%)에 비해 관련자료를 상당히 
많이 소장(62.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청과 사방협회는 300 ha 이상, 지자체와 산림조합은 100 ha 
이상을 대상유역면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청과 사방협회는 3년, 지자체와 산림조합은 2년을 적
정사업기간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과 사방협회는 사업대상지선정을 지자체와 산림조합은 민원
해결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으며, 모니터링 주체는 대부분 사방협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하였으나 산
림조합은 지자체, 산림청, 사방협회 등에서 골고루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산림청과 사방협회는 현재 산
림유역관리사업이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지자체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산림조합은 잘 시행되
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근무처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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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연수에 따라서는 사업시행유무에 대해서만 응답이 다르게 나타났다. 17년 미만의 근무연수에 대하여 대
부분(73.0 - 84.6%) 시행을 해보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으나, 17년 이상 - 25년 미만에서는 60.0%, 25년 이상에서는 
46.3%가 과거 시행해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사방분야 근무연수에 따라서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들어봤는지 유무, 과거 사업시행 유무, 모니터링 주체, 현
재 잘 시행되고 있는지 등에서 응답이 다르게 나타났다. 3년 미만의 경우 거의 대부분 과거 사업을 시행해보지 못
했다고(93.8%) 응답하였으며, 사방분야 근무연수가 11년 이상인 경우 대부분(70%) 사업을 시행해보았다고 응답
하였다. 모니터링 주체는 3년 미만인 경우 산림청(32.6%)과 사방협회(34.9%)가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3년 이상인 
경우 대부분(41.0 - 57.5%) 사방협회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6년 미만인 경우 대부분 현재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6년 이상인 경우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사방관련 업무여부에 따라서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들어봤는지 유무, 자료소장 유무에 대해서 응답이 다르게 
나타났다. 사방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94.5%)가 그렇지 않은 경우(81.8%)보다 조금 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들어보았다고 응답하였고, 사방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41.2%)가 그렇지 않은 경우(13.8%)보다 많이 산림유
역관리사업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방관련 업무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과거 사업시행횟수, 적정대상유역면적, 단가, 사
업기간, 모니터링 주체, 현재 잘 시행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되며, 지역에 따라 응답이 대부분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업기간, 적정단가, 대상유역면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사업기간과 적정단가 사이에 사업기간이 증가하
면 적정단가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선형적 추세가 나타났다.

Conclusion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임업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
든 사례이며, 성공적인 산림유역관리사업의 시행은 우리나라가 임업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은 그 법률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산림유역�에 대한 정의와 �산림유역관리사업�
에 대한 구분 등을 사방사업법(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20)에 추가하여야 한다. 또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려면 치산, 물관리, 경관조성 및 산림정비 등 다양한 사업이 유역전체 규모에서 결정 되어야하기 때문에 각 
사업이나 시설물의 개별적 효과보다는 유역 전체에서의 유기적인 배치에 따른 최적의 효과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정책 및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
여지며, 이제까지의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재해예방에 중점을 둔 계통적 사방사업에 치중한 면이 많았지만, 앞으로
의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재해예방 기능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산림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
업의 대상이 되는 산림을 공간적 주체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별 객체들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사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각 사업과 시설물의 배치에 따른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공간분석 도구를 필
수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유역분석 도구나 모델 등의 개발 및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은 단순한 사방공법 위주로 단기간에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공적인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1년인 사업기간을 2 -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1년차에
는 타당성평가 및 설계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은 실시설계 이전에 받아 실제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산림유역관리사업의 사업비는 약 11억 4천만 원 정도로 확정되어 있지만, 유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자 면담과 설문조사 결과 증액 액
수는 20 - 25억 원 정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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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원 해결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위한 사방사업법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20)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상지 선정의 기준이 되는 지침 
및 매뉴얼 등이 조속히 개발되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림유역관리사업 
관련 자료는 사방협회, 시공업체(산림조합) 및 일부 지자체에서 보관하고 있을 뿐 자료의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므로 산림유역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료관리가 일원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유역관
리사업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방협회를 주체로 관련기관이 참여하
는 조사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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