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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림 훼손 유형·특성 분석 토대로

지역에 적합한 효율적 산림 복원·관리 필요

서울시 산림, 개발사업 등으로 양적 감소·질적 하락 ‘훼손지 관리 필요’

도시개발사업,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불법경작, 자연재해 등으로 도시지역의 산림 내

부 및 인접부가 훼손되어 산림의 양적 감소와 함께 생태·경관적인 질적 하락이 발생

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에 의하면 서울의 산림지 비오톱은 2010년 대비 

2015년에 약 5.54% 감소하고, 2015년 대비 2020년에는 약 0.95% 감소하여 10년

간 약 6.3%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49%에 달한다. 

그러나 산림 훼손에 대한 개념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훼손 원인, 지목 등 특성에 

따라 관리 법령이 상이하며, 훼손지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효율적인 관리

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서울시 산림 훼손의 유형과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고려한 

산림 훼손지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자체 산림 복원·관리 근거 없어, 임목 훼손때 사고지 지정 어려워

서울시 차원에서는 산림 복원 및 복구사업의 시행의무가 없으며, 필요시 산림관계법

을 주로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복원·복구 관련 세부기준이 미흡하고 사후 유지관리 기

준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임목훼손 시, 「서울시 도시계획 조

례」에 해당 토지를 사고지1)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임목훼손과 무단 형질

변경이 동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이 혼재하고, 단순 임목훼손의 경우 

사고지 지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1)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사고지로 
지정될 경우 개발행위가 불가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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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림 훼손 주범은 도시개발사업 … 산림 내 경작·과도한 이용도 문제

전문가 20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산림 훼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거지역 확

대, 건축물 조성, 개발행위 등의 도시개발사업이 꼽혔으며, 그 외에는 시민의 과도한 

이용, 산림 훼손의 관리 미흡, 산림 내 경작 등이 제시되었다. 도시개발사업이 산림 

훼손의 원인이 되는 사례는 개발사업부지 내 산림 일부가 포함되어 개발되었을 때, 

해당부지가 공원화되는 과정에서 기존 산림수종이 조경수종으로 대체되어 자연 생태

계 본래 모습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산림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을 최소화하고, 훼손할 경우 대체지를 조성하여 산림의 순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현장조사·설문조사 거쳐 서울시에서 ‘관리가 필요한 산림 훼손 유형’ 선정

서울시에서 나타나는 산림 훼손은 크게 인위적 훼손과 자연적 훼손으로 나눌 수 있다. 

인위적 훼손 유형에는 사방사업지, 산림 내 도시 농업지, 사육장, 과수원, 산림 내 체

육시설 등 건축물·시설물, 조경수 농원, 등산로, 산책로, 묘지 및 주변 벌채, 무단 경

작지,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 물건적치 및 방치가 있다. 자연적 훼손 유형은 기

후변화로 인한 외래종 침입, 병해충으로 인한 수목 고사, 풍수해 등에 의한 자연재해 

피해이다. 

이러한 유형 중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서울시 산림 훼손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전

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시에서 관리가 필요한 산림 훼손 유형을 선정하

였다.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산림 훼손 유형은 무단 경작지,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 물건적치 및 방치, 입목훼손지, 산불 발생지, 나대지 및 개활지, 

병해충 수목고사지,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지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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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시 산림 훼손의 유형 및 범위

서울시 산림 훼손지, 총 1,049ha로 전체 면적 1.73% ‘대부분 산림 인접부’

서울시 전체 산림 훼손지 면적은 총 1,049.2ha로 추정2)되며,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대비 약 1.73%에 해당한다. 산림 훼손 유형별 위치는 재해, 임목훼손 등으로 인한 

산림 훼손지, 나대지 및 개활지, 산림 내 경작지, 물건적치 및 방치 유형 모두 주로 

산림 인접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 유형별로 보면 산림 내 경작으로 인한 훼손이 전체 훼손 면적의 약 75%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3) 재해, 수목고사, 임목훼손 등으로 인한 훼손지가 전체 면적

의 18.3%를 차지한다.

2) 산림 내 체육시설 등 건축물·시설물 면적은 제외
3) 산림 내 경작지 분석 시 논, 밭, 과수원, 시설물이 있는 경작지와 묘포장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무단 경작지 

이외에도 도시농업지 등 합법적인 경작지가 면적에 포함되었음. 따라서 실제 무단 경작행위로 인한 훼손 면적은 
변동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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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시 유형별 산림 훼손지 분포

산림 인접부에 있는 국유지·시유지 내 훼손지가 복원대상 우선순위로 검토

훼손지가 산림 인접부에 위치할수록 시민 접근성이 높고 개발압력이 크기 때문에 산

림 훼손지 범위가 확장되고 형질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내 훼손지 2,102개

소 중 2,068개소가 산림 경계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하여 거의 모든 훼손지가 산림 

인접부에 있다. 이 중에서도 우선적인 복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유지 및 

시유지에 해당하는 훼손지 면적을 분석한 결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훼손지 면적이 

가장 큰 자치구는 서초구이며, 뒤이어 송파구, 마포구, 강남구, 노원구가 복원 우선순

위 대상 훼손지 면적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서초구, 노원구 등은 산림녹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 중에서도 송파구, 마포구의 산림 인접부에 위치한 국

유지 또는 시유지 내 산림 훼손지를 우선적인 산림 복원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v

서
울
시
 산
림
 훼
손
지
 현
황
분
석
과
 복
원
·
관
리
방
안

구분
산림 훼손지

(재해, 고사 등)
나대지

및 개활지
산림 내
경작지

물건적치
및 방치

계

강남구 4.95 0.36 8.00 0.00 13.32
강동구 0.81 0.26 6.79 0.00 7.87
강북구 0.17 0.48 2.09 0.00 2.73
강서구 3.83 1.19 3.09 0.33 8.45
관악구 5.39 0.38 4.47 0.75 10.98
광진구 1.88 0.04 0.16 0.00 2.08
구로구 0.45 1.46 4.96 0.00 6.87
금천구 0.41 0.75 0.52 0.00 1.68
노원구 4.26 2.17 6.73 0.00 13.17
도봉구 0.69 0.60 3.77 0.01 5.08

동대문구 0.43 0.18 0.00 0.26 0.88
동작구 3.89 0.84 1.05 0.00 5.77
마포구 16.84 0.05 0.00 0.00 16.89

서대문구 0.47 0.13 1.21 0.65 2.46
서초구 7.20 2.08 41.59 0.00 50.87
성동구 5.66 0.76 0.13 0.00 6.54
성북구 0.88 0.70 2.12 0.00 3.70
송파구 19.35 0.21 2.07 0.00 21.63
양천구 1.82 1.10 2.34 0.00 5.27

영등포구 0.24 0.00 0.00 0.00 0.24
용산구 0.57 0.29 0.38 0.00 1.23
은평구 0.59 0.68 3.47 0.00 4.75
종로구 3.56 0.00 0.09 0.00 3.66
중구 0.06 0.16 0.00 0.00 0.22

중랑구 1.55 0.63 2.10 0.00 4.28
총합계 85.98 15.51 97.12 2.01 200.62

[표 1] 산림 경계 100m 이내 위치한 국유지와 시유지 내 훼손지 면적
(단위: ha)

복원 원칙·방향 등 담은 ‘서울시 산림 훼손지 복원·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서울시 산림 훼손 유형, 산림 훼손의 유형별 특성, 복원의 기본원칙 및 방향, 세부 복

원 방법의 4단계로 구분하여 ‘서울시 산림 훼손지 복원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

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서울시 산림 훼손 유형과 특징을 사례와 함께 종합적으로 정

리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복원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1) 자연성을 고려한 산림 복원과 

2) 활용적 측면을 고려한 공원녹지 조성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산림 훼손이 발생하여 사업대상지 내 대체지 조성이 어려울 때는 사업지

구 외부에 대체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복원 방안도 함께 정리하였다. 복원 방법

에서는 각 복원 방향에 따라 대상지 특성, 면적, 배치 및 형태, 네트워크 연계 방법, 

식재, 생물종, 사용재료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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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개념
Ÿ 산림 본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지역을 훼손 이전의 자연환경으로 

복원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

대상지 조건
Ÿ 훼손지 주변이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산림지 내부에 위치한 경우)

Ÿ 산림 인접부에 위치하더라도 자연림이 우점하고 산림 이용 인구가 적은 훼손지

대상지 예시

Ÿ 경사도가 큰 산림 

내부에 위치

Ÿ 산림 위요지역으로 

접근성이 떨어짐 

(등산로 미연결)

Ÿ 주변 자연림 우점

Ÿ 국유지 일부 중첩

고려사항
Ÿ 산림 훼손지 중 산림 인접부에 위치한 국유지와 시유지를 우선적인 복원 

대상으로 설정함

[표 2] ‘자연성을 고려한 산림 복원’ 대상지 조건 및 예시

구분 내용

개념
Ÿ 주변 산림과의 연계와 기능 회복을 최대한 고려하되, 시민의 정서함양과 

커뮤니티 기능이 발휘되도록 공원으로 복원하는 것

대상지 조건

Ÿ 시가화 지역에 인접하며 인공림, 혼효림이 우점하는 훼손지

Ÿ 산림 원형 복원 대비 시민이용적 측면의 이익이 상당하여 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주변에 공원이 있어 연계가 가능한 경우

Ÿ 시민이용도가 높아 문화서비스 증진이 기대되는 훼손지

대상지 예시

Ÿ 주거단지 주변에 

위치하며 경작지로 

이용 또는 훼손으로 

일부 개활지 상태

Ÿ 주변 조경녹지와 

근접

Ÿ 국유지 중첩

고려사항

Ÿ 훼손지 주변이 산림으로 둘러싸인 지역은 자연림, 인공림과 관계없이 공원 조성 

대상지로서 고려하지 않음

Ÿ 비오톱 1등급지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훼손은 공원 조성 대상지로서 고려하지 

않음

Ÿ 산림 훼손지 중 산림 인접부에 위치한 국유지와 시유지를 우선적인 복원 

대상으로 설정함

[표 3] ‘활용적 측면을 고려한 공원녹지 조성’ 대상지 조건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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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지 대상 복원 근거 규정 위해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 필요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현행 법령 검토 결과, 복원과 관련한 조항은 제33조(자연

생태계의 복원)로써 1999년 조례가 제정될 당시의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서

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가 83차례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복원’과 관련한 조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33조에 의하면 생태경관보전지역, 보

호지역 등을 대상으로는 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환경

에 대해서는 복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사용되는 ‘자연생태계’를 현행 자연환경보전법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으로 변경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신설된 복원의 내용 

및 범위를 반영하되 서울시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자연환경복원의 기본방침을 신설하고, 자연환경복원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근거 및 내용을 신설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개정(안)

제33조(자연생태계의 복원)

①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등과 생물다양성이 높은 

녹지·하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연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시민의 과도한 이용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제33조(자연환경의 복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등과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 

복원을 할 수 있다.

1. 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된 지역

4.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역

5.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6. 그 밖에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표 4]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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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목 훼손, 효율적 관리하려면 ‘도시계획 조례’ 관련 내용 구체화 바람직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조문에 사고지 관련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임야’가 아닌 토지의 임목훼손에 대하여 사고지 지정이 어렵고, 유지관리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임목훼손에 의한 사고지 지정 관련, 타 지자체 조례를 바탕

으로 서울시 조례와 비교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이 임야가 아니더라도 토지의 현상을 근거로 산림에 포함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사고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임목훼손에 의한 사고지 지정

의 명확성, 사고지 해제 기준의 합리성, 사고지 복구 방법의 방향성을 고려한 도시계

획 조례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개정(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생태계 훼손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우선적으로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훼손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역별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우선적으로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훼손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역별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 복원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목적

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과

5.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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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2.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 따른 ‘사고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2.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 따른 

‘사고지’(「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2) 생략

        (마)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경우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2) 생략

        (마)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표 5]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산림 훼손지 현황·복원성과, 정량적 지표로 만들어 향후 정책에 활용 기대

서울시 전체의 유형별 산림 훼손지를 정량적으로 도출한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훼손

지 현황과 훼손지 복원 성과를 정량적 지표로 만들어 향후 정책적 성과에 활용할 수 

있다. 예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2020~2024)’에 ‘산림 내 훼손지 자생수종 

식재 및 산불 예방 강화로 서울의 산과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이행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림 내 훼손지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자료가 없어 명확한 성과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산림 훼손지 현황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적 훼손지 

관리와 성과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전체 산림의 훼손지 면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지만,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훼손지 현황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훼손 행위에 의한 훼손지 면적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현장

조사 등 지속적인 훼손현황 파악으로 훼손지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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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의 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도시개발사업,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불법경작, 자연재해 등으로 도시지역의 산림 내

부 및 인접부가 훼손되어 산림의 양적 감소와 함께 생태·경관적인 질적 하락이 발생

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1)에 의하면 2010년 대비 2020년의 조경녹지 비오

톱은 약 39.5%가 증가한2) 반면 산림지 비오톱은 약 6.3% 감소하였다. 이러한 산림 

감소 면적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49%에 달한다. 특히, 시가화 지역과 인접한 

산림의 경우 도시개발, 불법경작 등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빈번히 훼손

이 일어난다. 그러나 산림 훼손에 대한 개념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훼손지 복원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르면 도시생태조사 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

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이하 비오톱 1등급지)은 보전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는 대부분 산림지 비오톱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산림지 비오톱의 경우 훼손에 

따른 비오톱 등급조정 신청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훼손 원인, 지목 등 

특성에 따라 관리 법령이 상이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는 「서울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 1등급지 훼손에 대해, 사고지로 지

정하여 비오톱 등급 조정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간 변경 전 비오톱 등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

1)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도시의 비오톱 현황을 나타낸 지도로서 조경녹
지 비오톱은 조경수목식재지, 식물원 등이 2020년 서울시 전체 면적의 4.98%를 차지하고 있음. 산림지 비오톱은 
낙엽활엽수림, 침엽수림, 참나무림 등이며 서울시 전체 면적의 21.84%임(서울시, 2020)

2) 조경녹지 비오톱의 증가에는 신규로 조성된 조경수목식재지 외에 2010년 이후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시 주거지 
비오톱 내 소규모 공원 등 정밀조사를 통해 유형이 세분화되어 증가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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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국토관계법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산림 훼

손에 대한 개념과 내용이 각기 다르고, 그에 따른 복원·복구 방안이나 벌칙이 상이하

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는 산림청과 환경부의 관리 및 복원·복구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림 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자체적인 산림 관리나 복구 관련 사업이 없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이나 특정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산림 훼손 관련 연구는 있으나 서울시 내 산림 전체를 대상으로 훼손을 주제로 현황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산림 내부 및 인접

부의 훼손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여야 할 산림 훼손의 유형을 정

리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의 산림 훼손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생태적 특

성을 고려한 훼손지 복원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훼손지 관리를 위한 법·제

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_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산림 훼손지 개념 및 정책 동향 분석, 산림 훼손지 관리 현황 

분석, 서울시 산림 훼손지의 특성 분석, 훼손지 복원 및 관리방안으로 구분된다([그림 

1-1] 참조). 첫째, 산림 훼손지 개념 및 정책 동향 분석에서는 국내 법령에서 산림, 

훼손, 복원 등 관련 개념을 검토하고 정리하였으며, 산림 훼손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 제시하는 산림과 훼손의 개념 및 범위는 서울시 

산림 훼손지 특성 분석 결과와 전문가 설문조사,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둘째, 산림 훼손지 관리 현황 분석을 위해 산림 훼손과 관련한 법제를 검토하고, 국가

와 서울시에서 산림 훼손과 복원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법제 검토에서는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의 산림 훼손 및 복원과 관련한 

법령을 검토하였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와 자연환경보전 조례도 함께 비교·분석하

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울시 훼손지 관리 및 복원과 관련한 사업 현황은 서울시 

부서별 사업내용 검토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서울시 산림 훼손지 특성 분석을 위해서 산림 내부 및 인접부에 대해 자체 현장

조사와 시민단체 연계 현장조사를 통해 산림 훼손 현황을 분석하고, 서울시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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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훼손지 유형을 검토하였다.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서울시 산림 훼손

의 유형, 원인, 특성, 관리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현장조사 결과와 종합하여 서울시 훼

손 유형을 제시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도출한 분석 결과로 서울시 산림 훼

손의 개념을 보완하고,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훼손지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산림 훼손지 유형별로 GIS를 이용하여 면적, 위치, 공간 분포 등 서울시 산림 훼손지

의 공간 특성을 파악하였다.

넷째, 훼손지 복원 및 관리방안에서는 서울시 산림 훼손 유형과 특성, 훼손지 공간 

분포, 훼손지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원의 우선순위를 제안하였다. 또

한 서울의 도시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복원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

는 서울시에서 특징적인 훼손의 유형과 특성을 정리하고, 특성에 따른 복원의 기본원

칙과 방향, 개별 복원 방법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법령의 종합적 검토

를 통해 산림 훼손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서울시 관련 조례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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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 연구방법 >

산림 훼손지 개념 및 정책 동향

Ÿ 산림 훼손 관련 개념 정의
Ÿ 산림 훼손 관련 연구 동향 분석
Ÿ 산림 훼손 관련 정책 동향 분석

Ÿ ‘산림’, ‘훼손’ 등 주요용어의 법적 개념 검토와
연구에서의 개념 정의

Ÿ 산림 훼손·복원 등 관련 선행연구 검토
Ÿ 산림 훼손·복원 등 관련 국가와 서울시의 정책

동향 분석

ê

산림 훼손지 관리 현황 분석

Ÿ 산림 훼손 관련 법제 검토
Ÿ 산림 훼손지 관리 현황

Ÿ 산림 훼손 관련 산림청, 환경부, 국토부 법제 검토
Ÿ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등 국가 산림 훼손 관리 및 

복원사업 현황 조사
Ÿ 서울시 훼손지 관리 및 복원사업 현황 조사

ê

서울시 산림 훼손지 특성 분석

Ÿ 서울시 산림 훼손지 현황
Ÿ 서울시 산림 훼손 유형 및 특성
Ÿ 훼손지 공간분석

Ÿ 시민단체 연계 산림 내부 및 인접부 훼손지 현장
조사를 통해 서울시 훼손지 현황 및 특성 분석

Ÿ 산림 훼손 유형, 원인, 특성 도출과 훼손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시행(20인)

Ÿ GIS를 활용하여 서울시 훼손지 유형별 공간 분석 
수행 및 공간적 특성 도출

ê

훼손지 복원 및 관리방안

Ÿ 복원 우선순위 도출
Ÿ 훼손지 복원 및 관리 가이드라인
Ÿ 훼손지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Ÿ 서울시 훼손지 특성, 훼손지 공간분포, 소유관계
분석 등을 바탕으로 복원의 우선순위 도출

Ÿ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및 서울시 훼손지 특성을
반영한 복원 가이드라인 작성

Ÿ 기존 법령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서울시 관련 조례 
개선방안 제안

주: 현장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산림 훼손 개념을 보완하고,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훼손지 유형 및 특성 도출에 반영함

[그림 1-1] 연구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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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산림 훼손지 개념 및 정책 동향

1_산림 훼손의 개념 및 범위

1) 산림의 개념 및 범위

서울시 산림 훼손의 개념 및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림’, ‘산지’, ‘임야’, ‘입목’ 

등 산림 관련 용어의 법적 개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산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 따라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를 말한다. 산림자원법의 산림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3)와 산지에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 등을 함께 이르는 개념이다. 산지관

리법의 산지가 산림과 다른 개념적 특징은 입목·대나무가 자라는 토지 혹은 이를 키

우는 데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림은 토지를 의미

하는 산지와 그 위에서 자라는 입목·대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4)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

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의미하며, 모든 산지가 임야인 것은 아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 법)에서는 ‘도시숲’을 정의하고 

있는데, 도시숲은 도시 내 자투리공간이나 유휴지, 학교, 도로변, 도시 내 국·공유지

에 조성하는 숲을 말한다. 관련하여 구분하는 법적 개념으로는 입목이 있다.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

며, 토지·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산림을 포함한 보다 광의적인 개념으로서 ‘자연환경’ 용어를 

3)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포함함
4)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의 산지전용 관련 내용을 일부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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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을 훼손과 복원의 대상으로 본다.

용어 관계 법령 내용 비고

산지
「산지관리법」

(산림청)

1) 지목이 ‘임야’인 토지

2)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3)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4) 입목·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5) 임도, 작업로 등 산길

6) 위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Ÿ ‘임야’ 지목 포함하며 토지에 

초점

Ÿ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도로, 하천, 차밭, 건물 담장 

내 토지, 논·밭두렁 등 제외

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3)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임도)

5) 위 토지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

Ÿ 농지(전, 답, 과수원), 초지, 

주택지, 도로 제외

Ÿ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더라도 자생입목이 

5천㎡ 이상 형성되어 있다면 

산림으로 봄

Ÿ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에도 

토지의 사실상 현상이 산림에 

해당한다면 산림

도시숲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1) 도시숲: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자연공원법의 공원 제외)

2) 생활숲: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

Ÿ 도시 내 자투리공간이나 

유휴지, 학교, 도로변, 도시 내 

국·공유지에 조성하는 숲

임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국토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

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Ÿ 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고, 모든 

산지가 임야인 것은 아님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
(법무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

Ÿ 토지, 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 

개념

[표 2-1] 산림 관련 용어의 법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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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의 산림지 비오톱5)은 인공조림지, 자연림, 초본식생지 등 세부 

비오톱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앞서 검토한 「산지관리법」의 산지, 「산림자원법」의 

산림, 「공간정보관리법」의 임야와 공간상 분포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개념

적 측면은 일치한다. 

용어 관계 법령 내용 비고

산림지 
비오톱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시)

인공조림지, 자연림, 
초본식생지, 벌채지 및 나지, 

암석노출지(산림의 일부), 
기타조림지 등 산림 현황

Ÿ 산지관리법 ‘산지’, 산림자원법 

‘산림’, 공간정보관리법 ‘임야’와 

공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개념적 측면 일치

[표 2-2] 서울시 산림지 비오톱 내용

이 연구에서 산림의 범위는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의 산림지 비오톱을 대상으로 하

며, 추가로 산림 훼손지도 포함하였다. 도시생태현황도의 산림지 비오톱은 입목과 식

생의 집단적 생육, 산림 내 암석 포함 등 산림관계법에서 제시하는 산지, 산림의 개념

적 측면과 일치하고, 최신의 서울시 산림의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생태현황도는 

실제 현황에 근거하여 비오톱 유형을 구분하고 작성되었으므로, 훼손된 상태(예, 불법 

경작지 등)인 산림은 산림지 비오톱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림 내부 

및 인접부의 경작지, 나지, 유휴지 등의 훼손지를 산림에 포함하였다.6) 다만, 산림지 

비오톱 내부에 위치한 사찰, 재해방지시설, 배수지 등의 기반시설은 산림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는 지표의 현황을 기반으로 비오톱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산림지 비오톱은 지표로 확인되
는 현황이 산림인 경우를 의미함

6) 서울시 산림 훼손지의 유형 및 범위는 전문가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도출한 결과이며, 
상세한 서울의 훼손지 유형과 범위는 제4장에 제시되어 있음

용어 관계 법령 내용 비고

자연
환경

「자연환경
보전법」
(환경부)

지하·지표(해양 제외)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 포함)

Ÿ 자연환경은 훼손과 복원의 

대상으로서 대표적인 

자연환경으로 산림이 

있음(명수정 외, 2019)

주: 지목에 따른 산림 범위에 대한 내용은 ‘산림청, 2019, 산림청 민원 FAQ 사례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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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구에서의 산림의 범위

2) 훼손의 개념 및 범위

산림관계법에서 산림 훼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그 결과가 해당 공간의 산림

기능 상실과 연계되는 자연적 훼손과 인위적 훼손을 포함하고 있으며 불법 벌채, 채

취, 고사, 인공구조물 설치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에는 훼손 자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산지의 훼손, 산

림 훼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산지관리법에서의 훼손은 불법산지전용, 불법산지일시

사용, 토석채취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따른 벌칙조항을 세부적으로 나

누어 관리하고 있다. 산림자원법에도 마찬가지로 훼손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방화, 

입목 절취·벌채·고사 등 입목훼손, 인공구조물 설치, 임산물 굴취·채취, 불법 숲가꾸

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불법적 행위를 훼손으로 보며, 벌칙조항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은 원인 행위자가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거나 과태료, 벌금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에는 훼손지

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에서의 훼손지는 건축물 또는 공

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

휘하기 곤란한 곳(시설물의 불법여부 고려하지 않음)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

이 시급한 곳을 말한다. 이러한 훼손지 개념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관리를 위한 

정의로서 복구·정비사업의 대상이 된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 훼손을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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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서도 명

확한 정의는 하고 있지 않으나, 개발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생태계 훼손 면적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생태계 훼손 면적이란 훼손 행위가 발생하는 지

역의 면적으로 훼손 행위는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

이 이루어지는 행위,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

위,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를 지칭

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된 만큼 복원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

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복원·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용어 관계 법령 내용 비고

산지 

훼손,

산림 훼손

「산지관리법」 

(산림청)

불법산지전용, 불법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Ÿ 훼손 자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음

Ÿ 불법적인 산지전용, 산지

일시사용, 토석채취에 따

라 벌칙조항 관리

산림 

훼손, 

훼손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산림청)

방화, 입목 절취·벌채·고사 등 

입목훼손, 인공구조물 설치, 임산물 

굴취·채취, 불법 

숲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

Ÿ 훼손 자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음

Ÿ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행

위에 대하여 허가 필요

Ÿ 시 차원에서 복원 및 복구

사업 시행의무 없음

훼손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부)

1) 건축물이 건축된 지역

2)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지역

3) 공원 조성이 시급한 곳

Ÿ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훼손지 개념(=공원조성 

필요지역)

Ÿ 훼손지는 복구·정비사업

의 대상이 됨

환경훼손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

-

생태계 

훼손면적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1) 토양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Ÿ 개발사업에 의해 발생하

는 생태계 훼손면적에 따

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표 2-3] 훼손 관련 용어의 법적 개념



13

서
울
시
 산
림
 훼
손
지
 현
황
분
석
과
 복
원
·
관
리
방
안

서울시 조례에서 훼손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는 훼손 용어는 

자주 언급되나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고, 훼손의 범위를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보호

구역 등의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의 훼손을 다루고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보

호지역 등에서의 훼손에 대해 행위제한을 명시하고, 산림관계법이나 자연환경보전법

과 마찬가지로 원인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도시계획 조

례에서는 불법적으로 입목훼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사고지로 지정하여 개발행위허

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입목훼손의 범위나 행위가 발생하는 토지의 대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고지 지정의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용어 관계 법령 내용 비고

자연 
생태계 
훼손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자연생태계 훼손지역, 
생태계 구조의 기능의 
훼손, 야생생물의 훼손 
등 포괄적으로 사용

Ÿ 명확한 정의 없음

Ÿ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구역 훼손에 

한정 

사고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Ÿ 입목훼손에 의한 사고지 지정

Ÿ 사고지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음

Ÿ 토지이용확인서 기재 대상으로서 사고지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개발행위 제약

[표 2-4] 서울시 관련 조례에서의 훼손 개념

산림 훼손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훼손 원인에 따라 분류해보면,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인한 훼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부(2011)에서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원

인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자연재해, 외래종 침입, 침식, 해류 변화의 자연적 훼손과, 

건설행위, 인간행위, 토지용도 변경, 오염원에 의한 2차 훼손으로 인위적 훼손을 구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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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비고

자연적 
훼손

Ÿ 태풍, 홍수, 해일에 의한 자연재해

Ÿ 외래종 침입

Ÿ 사면 및 해안 등의 침식

Ÿ 해류방향 변화

인위적 
훼손

Ÿ 건설행위: 택지개발, 철도 및 도로 건설, 광산 및 채석장 개발, 골프장 개발, 댐․운하․갑문 

등의 구조물, 항만․산업․공업 단지 건설, 인위적 하천 정비사업, 그 밖의 소규모 개발사업

Ÿ 인간행위: 생물자원 남획, 국립공원 탐방객, 여가 및 휴식활동, 기름 유출 등

Ÿ 토지용도 변경: 경작지 전환, 양어장, 간척․매립 등

Ÿ 오염원에 의한 2차 훼손: 도시,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지 등의 점오염원과 도로, 

골프장, 경작지 등의 비점오염원 등

자료: 환경부, 2011, 훼손 자연환경의 체계적 복원을 위한 연구, p.10~11 내용 재작성

[표 2-5] 자연환경 훼손의 원인

환경부(2011)의 자연환경 훼손 원인 분류와 관련 법령에서 정리한 훼손 관련 개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 산림 훼손의 원인을 분류하였다. 서울시 산림의 자연적 

훼손의 주요 원인은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산림의 훼손과 병해충으로 인

한 산림 고사 등의 수목 훼손, 사면 침식, 산사태 등으로 인한 훼손, 외래종 침입에 

의한 생태계 변화로 인한 훼손 등이다. 인위적 훼손은 고의 또는 불법적 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벌채, 채취, 고사, 방화 등)과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산림 훼손, 

불법 경작 등과 같은 토지형질변경 등이 있다. 

[그림 2-2] 서울시 산림 훼손의 원인

이 연구에서의 산림 훼손지는 산림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간으로서 인위적·자연적 

훼손을 포함한다.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산림 훼손 유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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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과를 통해 서울시 특성에 맞는 산림 훼손의 

유형을 도출하고 구체화하였다. 이후, 도출한 서울시 산림 훼손 유형 중에서도 집중하

여 관리가 필요한 산림 훼손을 유형을 선정하였다.7)

3) 복원의 개념 및 범위

법적으로 복원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관계 법률에서 뚜

렷한 기준이 없이 복원, 복구, 개선, 원상회복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학술적 

정의도 명확치 않았으나(환경부, 2018), 최근 복원에 대한 인식 증진과 중요성이 부

각되면서 산림청, 환경부에서는 복원과 관련한 내용을 현행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8)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등 산림관계법에서는 복구, 복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용어에 대한 법적 개념은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개정된 ‘산림복원 업

무처리지침(2019)’에서 산림 복원을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

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

는 것’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산림복원사업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침에 의한 산림복원사업의 대상은 백두대간, DMZ 일원, 도서·해안 등 국토관

리 차원에서의 대규모 산림이며, 도시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훼손과 

산림복원사업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9)

7) 현장조사 결과,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제4장 서울시 산림 훼손지 특성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8) 산림청, 환경부 등의 훼손, 복원 등 법제 검토 결과는 ‘제3장 산림 훼손지 관리 현황 분석’과 ‘제5장 훼손지 

복원 및 관리방안’에서 상세히 다루었음
9) 산림복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도심권 개발압력으로 인한 생활권 훼손지도 산림 복원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시설물 설치로 인한 훼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도시숲은 녹색쌈지숲, 산림공원, 생활환경숲, 가로수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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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대상지 대상지 특징

백두대간 및 정맥 Ÿ 도로개설 등으로 능선부가 단절되거나 지형 및 자연경관 훼손

DMZ 일원
Ÿ 전술도로 및 군사시설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속화

Ÿ 문화·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훼손 우려

도서 및 해안지역 Ÿ 산지이용·개발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생태계 파괴·훼손 및 교란 심화

계류 및 산림습원 Ÿ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관리로 계류 황폐화 및 육지화 진행

채석·채광지 Ÿ 석재, 광재, 석탄 등 취득을 위한 토지 형질변화로 대규모 산지 지형 변화

산사태 발생지 Ÿ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인한 토사 유출과 산림 훼손

산불 발생지
Ÿ 인위적·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지피식생 소실, 토양침식 및 유출, 산림생태계 교란 

및 천이의 변화, 동·식물 군집 형성과 개체군 동태에 영향

생활권 훼손지
Ÿ 도시숲, 마울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경관 제공 

등을 위해 조성·관리되는 산림 및 수목으로 개발압력으로 인해 생태계 단절

폐도 Ÿ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에 방치된 폐도로 인해 생태축 단절, 지형·경관 훼손 발생

산림 내 훼손된 

동·식물 서식지
Ÿ 기후변화, 개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산림 생물다양성 저하

[표 2-6] 산림청 ‘산림복원 업무처리지침(2019)’에서의 산림 복원 대상지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법적으로 복원을 정의하고 있진 않지만, 도시생태복원사업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 내 훼손된 자연환

경을 대상으로 하며,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자연환경조사에 의한 

결과로 복원 대상지를 선정하여 복원사업을 실시하므로 두 개 사업의 복원 대상지는 

상이하다. 환경부는 최근 도시생태복원사업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신설10)하여 복원

사업의 체계와 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나, 복원의 개념을 헌행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환경부(2011)에서는 자연환경의 복원을 ‘질적·양적인 측면에

서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원형이 훼손되었거나 파괴된 생태계와 인위적인 교란이 지

속되고 있는 생태계의 회복을 도와주는 과정’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반면, 명수

정 외(2019)는 도시 내 자연환경은 자연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을 원형 그대로 

두는 보전노력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생태계서비스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서울시는 산림 훼손에 대한 복원·복구 등의 업무는 산림관계법을 따르기 때문에 관련

10) 도시생태복원사업 관련 법령은 ’17년 11월에 신설(’17년 11월 시행)되었으며, 자연환경복원사업은 ’21년 1월
(’22년 1월 시행)에 신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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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내용은 없다.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입목훼손으로 인한 사고지의 원상복구를 명시하고 있는데, 원상복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복원·복구 관련한 명확한 정의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산림 복원의 개념을 법적 개념과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되어 기능이 저하된 산림생태계를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회복하거나 새롭게 조성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용어 관계 법령 내용 비고

복구
「산지관리법」 

(산림청)

용도변경, 불법 산지전용·
산지일시 사용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

Ÿ 복원, 복구 관련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음

산림 
복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복원 
업무처리지침」

(산림청)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Ÿ 산림복원사업의 대상이 

됨(백두대간, 민북지역, 

도서·해안, 채석지 등)

생활권
훼손지

「산림복원 
업무처리지침」

(산림청)

도심권 개발압력으로 인해 여가, 
통신, 경작, 군사 등의 행위로 
주요 시설물이 설치되어 산림 
및 경관이 훼손되고 생태계 
단절을 초래

Ÿ 산림복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훼손지 중 도심권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말함

도시생태
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도시 내 생태축 단절·훼손지, 
자연환경 훼손지, 건축·포장 
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 확보 
필요지 등

Ÿ 도시 내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사업 시행

자연환경
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

Ÿ 사업에 초점

Ÿ 자연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에 

한하여 복원 시행

사고지의 
원상복구

명령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시) 

불법훼손된 입목 등에 대해 
서울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20% 이상 식재, 3년 이상의 
활착 유예기간, 매년 생육상태 
결과 제출, 산림청에서 정한 
권장수종 중 용재수종으로 하며, 
도시생태현황도의 현존식생도를 
참조하여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수종으로 복구하여야 함

Ÿ 복원, 복구 관련 명확한 법적 

정의 및 내용 없음

[표 2-7] 복원 관련 용어의 법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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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산림 훼손 연구 동향

산림 훼손 관련 연구는 산림 규모나 연구 대상에 따라 훼손의 범위와 연구주제를 구

분할 수 있다. 산림 훼손의 연구 대상이 국립공원, 백두대간, 정맥, DMZ 등 전국단위

의 대규모 산림인 경우에 훼손의 범위는 산불·산사태, 폐탄광, 채석·채광지, 기후변화

로 인한 식물상의 변화, 군사시설, 공공·통신시설, 도로의 확장 등이다. 국토 단위 산

림과 훼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해당 산림의 훼손 특성 등 현황 분석, 훼손지역의 

복구·복원 등 관리 대책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도시 단위 산림을 대상으

로 수행한 연구는 주로 산지형 공원의 기능·관리·운영, 산림자원, 시민이용으로 인한 

훼손 실태, 생태계서비스 등에 집중되어 있어 국토 단위의 대규모 산림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국토 단위는 훼손의 대상과 범위가 넓고 자연환경 회복, 

산림경관 및 생물상 변화 분석과 개선 등에 초점을 둔다면, 도시단위 연구에서는 등산

로, 탐방로 등 이용적 측면의 훼손에 집중하며, 복원 시 자연성을 고려한 산림 복원 

이외에도 생태계서비스 증진이나 시민의 이용, 경제적 편익 등 자원으로서의 산림에 

초점을 두는 연구도 다수 있다.

구분 국토 단위 도시 단위

연구
대상

Ÿ 국립공원

Ÿ 백두대간 및 정맥

Ÿ DMZ 일원

Ÿ 채광·채석지

Ÿ 수도권 도시림

Ÿ 탐방로, 등산로 등

Ÿ 개발사업지 내 산림

Ÿ 개발제한구역

Ÿ 공원녹지

Ÿ 생태·경관보전지역

훼손
유형 및 

범위

Ÿ 인위적 훼손 비탈면

Ÿ 폐탄광 지역

Ÿ 귀화식물 분포 등 식물상 변화지역

Ÿ 공공·통신시설, 공장, 군사시설 등

Ÿ 도로

Ÿ 인위적 훼손(등산로 등)

Ÿ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

Ÿ 개발사업으로 인한 훼손

주요
내용

Ÿ 산림의 특성 분석

Ÿ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상 

변화(귀화식물 등)

Ÿ 영상을 이용한 공간적 특성 분석

Ÿ 국립공원 등 대상지 훼손 실태 분석

Ÿ 공원의 기능·관리·운영

Ÿ 경제적 편익 분석

Ÿ 훼손 행위의 특성 연구

Ÿ 도시림의 훼손 및 관리실태 분석

Ÿ 근린공원의 식생 변화

Ÿ 개발제한구역 훼손 및 정비사업

[표 2-8] 산림 훼손 관련 선행연구 특성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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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주 분석대상이 된다. 도시산림 훼손, 도시

산림 관리·운영, 시민이용, 훼손지 복원, 생태계서비스 등으로 시민이용에 의한 훼손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복원을 비롯하

여 도시녹지의 열섬완화, 재해저감, 생태적 특성, 식생구조 등 산림의 기능적 측면을 

많이 다루고 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서울시 또는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개

발제한구역이나 특정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관련 선행연구는 있으나 서울시 내 

일반적인 산림 전반의 훼손 현황과 복원을 다룬 연구는 없다.

구분 국토 단위 도시 단위

주요 
연구

Ÿ 금북정맥의 산림 훼손 특성 

분석(2008)

Ÿ 인위적 훼손 비탈면 복구지의 실태 

조사(2009)

Ÿ 폐탄광지역의 훼손지 특성화와 수종 

선정을 위한 GIS 시스템 개발(2012)

Ÿ 백두대간 훼손지역의 귀화식물 

분포특성 및 관리대책(2013)

Ÿ 강원도 양구군 DMZ일원 산림 

훼손지의 특성(2014)

Ÿ 영상판독에 의한 산림 훼손지의 

공간적 특성 분석: 화천군과 철원군 

DMZ 일원을 대상으로(2015)

Ÿ 한국의 정맥 내 훼손지 현황에 관한 

연구(2015)

Ÿ 백두대간 훼손지와 관리방안(2015)

Ÿ 수도권 도시림 보존의 경제적 편익 

추정(2003)

Ÿ 인천시 남북녹지축 탐방로의 분포와 

훼손특성-산지형 도시자연공원을  

사례로-(2004)

Ÿ 도시공원 관리에서 훼손행위의 특성 

연구(2005)

Ÿ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실태 평가 및 

개선방향(2010)

Ÿ 산지형 근린공원의 식생 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2018)

Ÿ 불암산 삼육대 생태경관보전지역 탐방로 훼손 

현황및 관리방안(2018)

Ÿ 도시지역 자연환경 훼손 진단과 복원 

방향(2019)

Ÿ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이용 실태와 

관리방안(2019)

Ÿ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제도의 

개선방안(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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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주제 주요 내용

개발사업
유재심 외
(2016)

Ÿ 전국 개발사업지에 포함되는 산림 훼손의 특성 분석(’07~’13)

Ÿ 사업으로 손실되거나 훼손된 산림 면적은 개발사업 면적 대비 약 

36.8%

산림자원이용

시민이용에 의한 

훼손

오수미 외
(2008)

Ÿ 보라매공원 이용객에 의한 훼손 행위 저감을 위한 

공원이용프로그램 효율성 분석

시민이용에 의한 

산림 훼손

박인환 외
(2010)

Ÿ 대구 앞산공원의 등산로 훼손 분석(암석노출, 침식, 뿌리노출 등)

한봉호 외
(2012)

Ÿ 초안산근린공원 숲길 나지침식, 근계노출, 암석노출 등 훼손 발생

Ÿ 복원 방안으로 숲길 확산 방지, 지반안정, 노면정비, 

식생복원·유지방안 제안

강민정 외
(2016)

Ÿ 진주시 도시숲을 대상으로 등산로 훼손 유형 평가

Ÿ 등산로 이용에 의한 노폭확대, 노면침식, 샛길 등 훼손 발생

도시산림복원

(사방사업)

박지혁 외
(2017)

Ÿ 우면산 산사태 복구지역 생태환경 모니터링 수행

Ÿ 계류사방공작물 내 식생이입 및 목본식물 생육, 습생식물 성장 등 

녹화피복 확인되나 기존 수림대와 경계 형성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

김선웅 외
(2010)

Ÿ 개발사업 유형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분석

Ÿ 해제 후 도시관리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김동근 외
(2020)

Ÿ 전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훼손지 현황 분석(건축물 설치)

Ÿ 제도 개선방안 제한(훼손지 요건 완화, 비율 조정 등)

산림 훼손 

관리·운영

김용근
(2005)

Ÿ 도시공원 내 훼손행위 유형 및 특성 파악

이양주 외
(2008)

Ÿ 훼손된 녹지를 보완하는 대체녹지를 가능한 해당 지역 내에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대체조림 제도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안

훼손지 복원

생태계서비스

오우석 외
(2014)

Ÿ 훼손된 생태계 복원으로 생태계서비스 기능 향상 도모(채탄 매립지 

복원 사례)

송병화 외
(2016)

Ÿ 근린공원의 불법 훼손지에 대해 훼손지 복원 계획 수립

Ÿ 기후변화 대응, 생태네트워크 복원, 생태계서비스 복원 등

명수정 외
(2019)

Ÿ 도시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진단 틀 개발

Ÿ 복원 방향 제시(자연성 회복, 도시농업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표 2-9] 도시 내 산림 훼손·복원 관련 선행연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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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도시 산림 대상 주요 연구 주제

주: 도시 산림을 주제로 하는 연구 중 ‘훼손’을 포함한 연구를 조사한 결과임

3_산림 훼손 정책 동향

최근 국내·외적으로 산림 복원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11) 훼손지 복원 개념 및 목표, 

복원과정의 체계성 등이 강조되면서 산림청에서는 복원 지침의 개정을 통해 산림 훼

손과 복원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2020년 6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시숲의 조성·관리와 훼손 방지 및 복원(원상회복)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였다. 산림청 복원업무처리지침(2019)은 산림 훼손 유형 및 복원 대

상지를 도시 내 생활권 훼손지, 산림 내 훼손 동·식물 서식지 등 국토 내 전체 산림으

로 명시했는데, 이는 산림 복원 대상지의 범위를 기존 국토 단위 대규모 산림에서 도

시림과 소생물서식지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환경부는 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도시생태복원과 자연환경복원 

전반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 조항을 신설하였다.12) 기존의 조림 위주의 산림 녹화 사

업에서 생태계서비스 등 생태자산에 초점을 두고, 체계적인 복원사업을 통한 자연성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도시단위의 복원에 있어서 소규모 산림 훼손 복원과 산림

의 시민 이용 등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11) UN총회에서 생태계 복원에 대한 10개년 계획(2021~2030)을 선언(’19.3)하여 국제적인 산림복원 패러다임 
확산 추세(환경부, 2021)

12) 관련 법 내용은 제3장 제1절 산림 훼손 관련 법제 검토에서 상세히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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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산림 훼손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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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산림 훼손지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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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산림 훼손지 관리 현황 분석

1_산림 훼손 관련 법제 검토 

1) 산림청

산림 훼손 관련 법제는 대표적으로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산림보호법」 등의 산림관계법이 있다. 산림관계

법에서는 산림 훼손 행위에 대해 벌칙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법마다 

차이가 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는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득

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 또는 토사유출 방지, 재해피해 

예방 등을 위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

을 경우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등 벌칙조항을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산지전용의 경우 행위자에게 직접 복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산지전용지의 복구설계

서 승인기준13)을 살펴보면, ‘토지’에 초점을 두어 토사유출 등의 재해 방지, 비탈면의 

기울기 등을 복구의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수목·초본류 및 넝쿨류 등을 식재하

여 덮이도록 해야 한다는 승인기준은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식재 방법이나 대

상 수목 범위 등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14)

1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14) 최초의 소단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흙을 덮고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비탈면이 덮이도록 하여야 한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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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항 및 내용 비고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 2. 산지일시사용허가; 3. 타 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Ÿ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에 따른 

대체산림조성

비, 토석채취 

등을 위한 

복구비 예치 

제28조(복구비의 예치 등)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복구비)을 산림청장 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39조(산지전용지의 복구)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2.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거나 채석신고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일시 사용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Ÿ 행위자에게 

복구의무 부여

Ÿ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인기준에서

는 ‘토지’ 복구 

에 초점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복구기간 내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1.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항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 

행정대집행의 조치를 할 수 있다.

Ÿ 미이행 시 자체 

집행(복구비 

사용 또는 

행정대집행)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2.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4. 

재해방지를 위한 산지전용 등 행위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타 법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채취, 채석 등의 신고가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Ÿ 불법산지전용

지에 대해 

행위자에게 

복구의무 부여

제53조~제55조(벌칙), 제56조(양벌규정), 제57조(과태료)

Ÿ 위반내용에 

따라 벌칙조항 

명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표 3-1] 「산지관리법」 산림 훼손·복원 관련 내용

산림자원법은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

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벌칙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정도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산지관리법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소유자)에게 벌채지 조림 의

무를 부여한다. 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조림을 이행하고 행위자에

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위자가 시행하는 복구는 사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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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모니터링이 어렵고, 유휴지 토지의 산림 전환 관련 사업은 산림으로의 전환 

방식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유실수나 특용수, 조경수 등 경제수종에 집중되어 있다.

관련 조항 및 내용 비고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①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1.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2.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

  3.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림비용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Ÿ 행위자(소유자)

에게 조림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시에서 조림 

이행 및 

행위자에게 비용 

청구

Ÿ 조림 기간, 

방법등에 대한 

세부기준(則 

제6조) 없음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휴토지(遊休土地)를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조림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이나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Ÿ 비용 지원 

방법은 있으나 

산림으로의 전환 

방식에 대한 

세부기준 없음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제42조의3(산림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2조의4(산림복원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42조의5(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시행 등),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제42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2조의10(산림복원전문 인력의 양성),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Ÿ 산림 복원 관련 

법 신설 

(2019.1)

Ÿ 복원 개념을 

도입한 

「산림복원업무

처리지침」 

개정(2019.12)

제71조~제74조(벌칙), 제75조(몰수와 추징), 제76조~제77조(벌칙), 

제78조(양벌규정), 제79조(과태료)

Ÿ 위반내용(산림 

훼손, 토지 

형질변경 등)에 

따라 벌칙조항 

명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표 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 훼손·복원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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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에서는 ‘복원’에 대한 개념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2019년 1월 산림 

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산림사업의 

범위에 복원 기본원칙, 복원기본계획 수립, 사후모니터링 등 산림 복원 관련 내용을 

추가(법 제42조의2~제42조의11)하고 복원의 정의를 규정(제2조)하였다.

산림 복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규정한 법은 산림자원법이 유일하고, 이러한 정의에 

따라 복원의 기본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계획적인 산림 복원을 위해 10년

마다 산림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림복원기본계획에서는 산림 훼손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원사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림 훼손지 실태조사는 매년 

수행되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사업이 필요한 대상지의 타당성 평가를 통

해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사후모니터링까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산림청 산림복원 업무처리지침(2019.12)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지

침에서는 산림 복원의 재료와 공정도 제시하고 있다.

관련 조항 주요내용

제2조
(정의)

Ÿ 산림복원의 정의 규정

- 산림복원: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제42조의2
(산림복원의 기본원칙) 

Ÿ 산림복원의 기본원칙 규정

- 지속가능한 이용

- 산림 생물다양성 유지·증진

- 서식공간 및 기능 확보

- 산림 복원 시 계획, 모니터링, 평가의 유기적 연계

제43조의3
(산림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Ÿ 계획적인 산림복원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복원기본계획을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 고시

Ÿ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지자체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제42조의4
(산림복원기본계획 등의 

심의) 

Ÿ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 

피해지 복원계획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제42조의5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Ÿ 지방산림청장과 지자체장은 매년 산림복원 대상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

제42조의6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Ÿ 지자체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전에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함

[표 3-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산림 복원 관련 신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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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은 산림자원법과 동일하게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 방

목,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제한의 대상은 산림보호

구역으로 한정한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림오염이나 보호수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으며, 산불과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불피해지 복

구15)와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16)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15) 1. 산지의 붕괴, 토석·피해목의 유출, 모래 날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불피해지는 항구적인 복구 시행; 
2. 산불피해로 입목이 고사한 지역은 피해지의 입지 특성, 경영목적, 산림기능을 고려하여 복구 또는 복원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16) 1. 산지의 추가 붕괴 및 침식 방지; 2. 토석이나 나무의 유출 및 모래의 날림 방지; 3. 경관의 조성과 수원의 
함양(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8)

관련 조항 주요내용

제42조의7
(산림복원사업의 
계획·시행 등)

Ÿ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업으로 함

Ÿ 산림복원사업자는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 산림복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마련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을 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함

제42조의8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Ÿ 산림청장과 지자체장은 산림복원사업이 완료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하도록 함

제42조의9
(산림복원의 재료 등)

Ÿ 산림청장 및 지자체장은 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

제42조의10
(산림복원 

전문인력의 양성)

Ÿ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Ÿ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

제42조의11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Ÿ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지원 등을 위하여 산림복원 관련 

자격이 있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관련 조항 및 내용 비고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입목․죽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채취; 2의2.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가축방목; 4. 토지 형질변경

Ÿ 산림 보호를 

위해 관련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 명시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3-4] 「산림보호법」 산림 훼손·복원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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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인구밀집지역인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숲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시숲 확대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도시숲 조성과 관

리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이하 도시숲 법)을 2020년 9월 제정하였다. 도시숲 법에서는 도시숲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미세먼지 저감이나 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 법에서의 도시숲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은 제외한다. 따라서 도시숲은 공원구역을 제외하고 건물사이 자투리땅에 조성하거나 

건축물과 주변지역에 조성되는 숲, 도시 내 방치된 유휴지 또는 도시 내 국·공유지의 

산림을 포함한다.

도시숲 법은 주로 도시숲의 조성·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도시숲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도시숲 법에 복원관련 내용은 없으

나 도시숲의 재해예방 및 복구에 대한 내용을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하

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은 도시숲의 유지와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도

관련 조항 및 내용 비고

제16조(산림오염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채취금지 등) ,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43조(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피해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Ÿ 복구 세부기준 

없음제45조의16(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3조~제54조의2(벌칙), 제55조(몰수와 추징), 제56조(양벌규정), 

제57조(과태료)

Ÿ 위반내용에 따라 

벌칙조항 명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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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숲의 면적이 감소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숲의 조성을 위해

서 기존 토지를 매수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근의 도시숲 조성 사업

은 미세먼지 차단숲 등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미세먼지 차단숲을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숲은 산림 내 미세먼지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미세먼지 저감 

수종으로 식재하여야 한다.17)

관련 조항 및 내용 비고

제8조(도시숲 등의 유지·증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 도시숲 등의 전체 면적이 유지·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Ÿ 도시숲 면적이 

감소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11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 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Ÿ 기존 토지 

매수를 통해 

도시숲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함

(재정적 지원 

가능)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가 필요한 행위

Ÿ 도시숲 훼손에 

대해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Ÿ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 청구

제26조(벌칙)

Ÿ 위반 

내용(도시숲 

훼손)에 따라 

벌칙조항 명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표 3-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 훼손·복원 관련 내용

17)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2020, 도시숲 등 사업 현장 실무가이드(미세먼지 차단숲 등)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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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에 의해 2019년 도시숲 18,029ha 조성계획을 세

웠으나, 도시면적이 제한되어 추가 조성이 곤란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18) 그러나 양

적인 산림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 내 나대지, 유휴지, 경작지 등 소규모 산림 

훼손지를 대상으로 산림 복원을 통해 도시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2) 환경부

환경부의 산림 훼손과 관련한 법률로 「자연환경보전법」과 「자연공원법」을 검토하였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제3조, 제40조, 제43조 등에서 ‘자연환경’, ‘자연경관’, ‘생태

계’ 훼손 방지와 이에 대한 복원·복구를 명시하고 있다. 이 중 도시 내 훼손 및 복원과 

관련하여 제43조에서는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 향상을 위한 도시지역의 훼손·방치지역 

복원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43조 2에 따라 도시생태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

다. 도시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2017년 신설되었으며, 도시생태축 연결복원사

업, 산림·습지 등 도시 훼손지 복원사업, 생태면적 확보사업, 공원 및 녹지 생태복원사

업의 근거가 된다.19) 환경부는 현재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도시 내 

훼손지역 25개소를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도시생태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20)

또한 환경부는 2021년 12월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련 개정안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정의

(제2조),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 등 기본원칙(제3조), 자연환경복

원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의 내용(제45조의3~제45조의6)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자

연환경보전법에는 훼손지에 대해 복구·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가 있

었음에도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절차 등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 추진

이 어려웠으나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련 개정으로 인해 훼손지에 대한 복원사업 시행과 

유지관리·모니터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러한 도시생태복원사업과 자

연환경복원사업에서는 생태계보전부담금21)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8) 서울시 내부자료(2021.7.16.)
19) 환경부, 2018, 도시생태복원사업 시행지침 마련 연구
20) 환경부 보도자료(2020.11.19.) 내용 참조
21) 2022년 1월 5일까지는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봄(자연환경보전법 2021.4.13. 제정·개정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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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 등(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Ÿ 자연환경복원사업 

정의 신설(2021)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5.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Ÿ 자연환경, 

자연생태,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복원·복구 

명시

Ÿ 생태계 연계성을 

고려한 자연환경 

복원 내용 

신설('22년 1월 

시행)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야생동식물 포획·채취·이식·훼손·고사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 변경 또는 수위·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Ÿ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 산림 훼손에 

대한 행위제한 제시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거목(巨木)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Ÿ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훼손 포함

Ÿ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표 3-6] 「자연환경보전법」 산림 훼손·복원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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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항 및 내용 비고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지역 

중 훼손·방치된 지역을 복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Ÿ 도시지역 

훼손·방치 지역에 

대한 복원 필요성 

제시

Ÿ 소생태계 조성 등 

사업 근거

제43조의2(도시생태복원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 2.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Ÿ 도시생태복원사업

의 신설(2017)

Ÿ 도시 내 복원이 

필요한 지역 구체화

Ÿ 도시생태복원사업

의 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 명시

Ÿ 지자체 사업 시행 

근거 마련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조사; 2. 정밀·보완조사 및 관찰; 3.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4. 습지조사

② 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복원환경사업 시행자(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Ÿ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 

마련

Ÿ 자연환경복원사업

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Ÿ 자연환경복원사업 

이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절차 

신설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Ÿ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정기 보고 

근거 마련

Ÿ 비용지원근거 마련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관리하여야한다.

Ÿ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관리 조항 신설

Ÿ 자연환경복원사업

의 목표 달성 정도 

점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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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개발행위허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 측면에서 산림 훼손을 다룬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용도지역에서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의 물건적

치와 같은 훼손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따른 

복구는 산지관리법, 임도설치는 산림자원법,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 산림에서의 형

질변경 등은 산지관리법 등 산림청의 산림관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관련 조항 및 내용 비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채취; 4. 토지분할; 5.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1개월 이상 물건적치

Ÿ 임도 설치는 산림자원법,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 

산림에서의 형질변경은 

산지관리법을 따름

Ÿ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복구비는 

산지관리법에 따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

[표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 훼손·복원 관련 내용

관련 조항 및 내용 비고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Ÿ 개발사업자에게 

생태계 훼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 

부담금은 

자연환경복원사업, 

도시생태복원사업 

등에 사용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 1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4.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 확보; 5. 생태경관보전지역 토지 등 매수; 9.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9의2 도시생태복원사업; 12.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유지·관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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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의 훼손지 개념은 주택·상가·공장·창고·사무실 등 건축물이 건축된 

지역, 축사 등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22)이 설치된 지역,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

이 시급한 곳을 말한다.23) 개발제한구역 내의 훼손지는 복구·정비사업의 대상을 지칭

하는 용어이며, 훼손시설이 설치된 지번 중 훼손시설 면적이 전체 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번 모두를 훼손지로 판정하며, 20% 미만이더라도 훼손시설 설치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 해당 면적을 훼손지로 판정한다. 훼손지로 판정된 대상지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녹지기능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은 개발사업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며,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복구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훼

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에는 복구원칙, 사업의 유형, 

시설물 설치, 시설규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

업 가이드라인(2016)’에 따라 정비사업 결정과 시행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훼손지 복구와 정비는 훼손지 판정과 업무처리에 대

한 절차, 시설물 판정, 주변 토지와의 관계 등이 주된 내용이며 훼손지 자체 복원방법

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22) 비닐하우스는 창고나 주거 등 비농업용으로서 사용되는 경우 또는 해제대상지역 주변으로 녹지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장래 훼손우려가 높은 지역에 설치된 경우에 한함

23)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내용 참조

관련 조항 및 내용 비고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④ 입안권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훼손된 지역(“훼손지”)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미고려)

  2.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Ÿ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에 대해 면적의 

10~20% 범위 내 

복구계획 등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해야 함

Ÿ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 및 

주변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표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림 훼손·복원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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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1)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는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의 위임조례로 자연환경의 훼손·

복원 관련 법조항은 제10조, 제33조, 제34조가 있다. 훼손에 대한 행위제한은 생태·

경관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자연환경보전법과 내용이 동일하다. 조례에서 

복원과 관련한 내용은 제33조에 제시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이 유일하고, 복원 대상지

도 생태·경관보전지역과 보호구역 등으로 그 범위가 한정적이다. 조례 제34조에 따라 

관련 조항 및 내용 비고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복구하기로 한 훼손지는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

에 관한 계획의 결정을 받은 개발사업자가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녹지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함

Ÿ 개발사업자에게 복구 

의무 부여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① 토지소유자는 축사 등 동물·식물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

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부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공원

관리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구역 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

하기 어려운 경우 정비사업 구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 대신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총 가액(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평

가액의 산술평가액을 말한다)의 7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원조성비용을 합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도

시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Ÿ 토지소유자는 축사 등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에 대해 

정비사업 시행 시 30% 

이상 부지에 공원녹지 

조성 필요 및 기부채납 

의무

Ÿ 조성이 어려운 경우 

공원조성비용 이상의 

도시공원 부지 

기부채납 의무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Ÿ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명시

제31조~제32조(벌칙), 제33조(양벌규정), 제34조(과태료)

Ÿ 위반내용(건축물 등 

설치, 형질변경, 벌채 

등)에 따라 벌칙조항 

명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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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해 생태축, 생태통로, 소생태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도 자연환경보전법과 동일한 사업 범위를 제시하고 있

다. 또한, 현재 서울시 세부기준 및 지침에는 자연생태계 복원 관련 내용이 없는데, 

이는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복원 관련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련하였으나 서울시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때문이다.

관련 조항 및 내용 비고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핵심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해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등의 설치 및 

그 밖에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수면의 매립; 5. 불을 놓는 행위; 6.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Ÿ 생태·경관보전

지역에서 산림 

훼손에 대한 

행위제한 명시 

(환경부 

자연환경보전

법과 동일)

제33조(자연생태계의 복원)

①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등과 생물다양성이 높은 

녹지·하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연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시민의 과도한 이용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생태계 훼손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우선적으로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훼손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역별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Ÿ 복원 대상지는 

생태경관보전

지역, 보호구역 

등으로 범위 

명시

Ÿ 복원방식의 

세부 기준 및 

지침 없음

제34조(생태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태축·생태통로 등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시행함으로써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에너지의 절약, 자원의 재활용, 녹지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우수한 자치구·주거단지·건축물 등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로·건축물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을 수립·시행하려는 자는 생태통로 또는 

소생태계의 조성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Ÿ 생태축, 

생태통로, 

소생태계 등 

조성 명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

[표 3-9]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산림 훼손·복원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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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

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 사고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고지로 지정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가 되며 개발행위가 불가하다. 또한, 

도시생태현황 조사 결과 비오톱 1등급지(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가 1등급인 토지)도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서울시 비오톱 1등급지는 

대부분 산림에 해당한다.

 

관련 조항 및 내용 비고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 따른 ‘사고지’(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3. 별표 1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오톱 1등급 토지’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 가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Ÿ 임목훼손 

대상에 

대한 내용 

부재

Ÿ 사고지 

지정의 

근거 규정 

미흡

Ÿ 사고지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2)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 및 위해의 발생 등이 우려되는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 파괴 및 위해 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경우

[표 3-10]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사고지 지정 및 운영 근거

사고지 해제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입목훼손과 무단 형질변

경에 대해 원상회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입목훼손에 의한 사고지 지정 해제 방법은 

서울시 ha당 평균 입목축적의 120% 이상 식재, 3년 이상의 활착 유예기간, 매년 생

육상태 결과 제출, 산림청 권장수종 중 용재수종 또는 도시생태현황도 현존식생도를 

참조하여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복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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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항 및 내용 비고

제9조(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및 해제)

구청장은 조례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명시의 해제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Ÿ 사고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

인서에 명시

[별표 2] 불법 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 명시 해제 방법(제9조 관련)

1. 토지소유자 등이 원상회복 계획서, 복구 계획도면, 공사비 산출액 등을 작성 

제출한 경우, 원상회복계획의 적합여부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

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가. 입목훼손의 경우: 서울시 ha당 평균 입목축적의 120% 이상 식재, 3년 

이상의 활착 유예기간, 매년 생육상태 결과 제출, 산림청에서 정한 

권장수종 중 용재수종으로 하며, 도시생태현황도의 현존식생도를 참조하여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수종으로 한다.

  나. 무단형질변경의 경우:  훼손 전 경사도의 110% 이상 성·절토 및 재해방지, 

3년 이상 토양 안정화 기간, 매년 성·절토한 토양 상태 및 재해우려조사 

제출, 암반 훼손의 경우 절대 해제 불가

  다. 무단 포장 또는 공작물 설치 시 원상복구 시 해제

2. 복구완료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명시를 지체없이 삭제하

여야 한다.

Ÿ 행위자에게 

원상회복명령

Ÿ 원상회복에 대한 

세부기준 없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

[표 3-11]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산림 훼손·복원 관련 내용

5) 법제 검토 요약

산림청 산림관계법 검토 결과, 산림 훼손 행위의 관리 주체는 산림청이며, 비용 청구, 

복구 등이 모두 산림관계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산림관계법에서는 훼손에 

대해 행위자가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원상복구의 구체적인 지침과 규정

은 없는 상황이다. 2019년 1월 산림복원 관련 법 신설(제42조의 2~제42조의 10) 및 

산림복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산림청에서 수행하는 산림복원사업의 대상, 행정절

차, 복원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했지만, 산림 복원의 대상에서 도시 내 

산림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 훼손 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훼손 

행위자인 개발자(또는 소유자)로부터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징수하여 복원·복구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특히 2017년에는 도시생태복원사업, 2021년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복원사업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제시하고,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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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복원 후 유지관리·모니터링 등 훼손지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자연

환경복원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식이나 복원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토부는 주로 개발사업에 대한 훼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산림 훼손에 대한 

부분은 산림관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관심대상인 훼손지는 개발제한

구역 내 훼손지이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된 경우에 대해서는 훼손 행위자인 개발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복구의무를 부여한다. 이때의 복구는 훼손지 복구사업과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나뉘는데, 이는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국토

부에서 제시하는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내용은 생태적 복원 측면보다는 시설물 

설치, 규제시설, 주변 토지와의 관계 등이 주된 내용으로 훼손지 자체 복원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산림 복원 및 복구사업의 시행의무가 없으며, 필요시 산림 훼손 

및 복구 관련해서는 산림청의 산림관계법을 주로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복원·복구 관

련 세부기준이 미흡하고 사후 유지관리 기준이 없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임목훼

손 시 사고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임목훼손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어 사

고지 지정에 한계가 있다.

[그림 3-1] 부처별 법제 검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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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산림 훼손지 관리 현황

1) 국가

정부는 국토의 산림 훼손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 훼손

지 관리·복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산림청과 환경부의 사업을 검토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산림 훼손 및 복원과 관련하여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생활림의 조성,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산림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 백두대간 복원사업 등을 실시하

고 있다. 산림청이 시행하는 사업은 주로 비도시지역의 산림을 대상으로 한 조림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복원과 관련한 사업은 산불 등 재해복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근 도시에서도 도시숲 법에 근거해 미세먼지 차단숲 등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지가 도시 내부가 아닌 도시 근교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시 내 산림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문별 사업내용

제도적 기반 확충
Ÿ 산림 복원 법제화로 훼손지 복원 기반 마련(’19.7)

Ÿ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 등 공급기준」고시 제정(’20. 9)

조림 사업

Ÿ 산불피해 예방·복구 조림 확대(산불피해지 복구조림, 내화수림대 조성,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Ÿ 미세먼지 차단숲 및 바람길숲 조성, 도시근교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조림 등

산림생태계 
보전·복원

Ÿ 산림생태계 복원 및 건강성 회복: 도서지역, DMZ 일원 등 산림생태계복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등

산림 복원 교육 Ÿ 산림 복원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컨설팅

자료: 산림청, 2021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작성 및 보완

[표 3-12] 산림청 산림 훼손·복원 관리 현황

환경부는 2021년 1월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과 관련한 법 조항을 신설

하여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지역, 5대강 수생태축을 우리나라 4대 핵심생태축으

로 설정하고 핵심생태축의 훼손지 복원을 수행하고 있다. 사례로 2018년 12월에는 

국토부, 산림청 등과 합동으로 2단계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추진계획(2019 

~2023)’을 수립하여 복원이 시급한 단절·훼손된 지역 81개소를 선정하여 생태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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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사업, 서식지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통해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자가 대체자연 조성, 생태계복원 등 자연환

경복원사업을 한 경우 납부한 협력금을 50% 범위 내에서 반환해주고 있다. 생태계보

전부담금은 예산규모가 커져 국립공원 등 대규모 훼손지 복원사업이 가능한 동시에 

체계적인 복원사업의 진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부문별 사업내용

제도적 기반 확충 Ÿ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련 법 조항 신설(’21.1)

훼손지 복원
Ÿ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추진계획(2019~2023) 수립으로 복원이 시급한 

훼손지 81개소에 대해 생태통로, 서식지 복원사업 추진 중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Ÿ 개발사업자에게 훼손면적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여 훼손 최소화

Ÿ 대체자연조성, 생태계 복원 등 사업 시행 시 50% 범위 내 반환

Ÿ 예산 규모 뒷받침으로 대규모 훼손지복원사업 시행

자료: 환경부, 2020년 환경백서를 바탕으로 작성

[표 3-13] 환경부 산림 훼손·복원 관리 현황

2) 서울시

(1) 푸른도시국

서울시에서는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에서 산림 훼손·복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그중 산림관리팀은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등 산림관련법에 근거하여 매년24) 

유형별 불법 산림 훼손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주로 건축물 증·개축으로 인한 훼손, 

비인가 건축물 조성 등 산지전용, 임산물의 굴·채취, 입목 벌채 등 불법행위로 구분

된다.

24) 연중 기획/수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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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세부 점검사항 지역별 시기별 단속방법

산지전용 
등

Ÿ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

Ÿ 비인가 야영장 조성 등 

Ÿ 수목장림 조성, 분묘 조성지 과다 훼손

Ÿ 건축물 증·개축 빙자 불법 훼손

Ÿ 농지전용 등 허가지 경계침범 및 훼손

Ÿ 도로개설지 과다훼손 등

시 전체 연중
기획/수시

단속

임산물 
굴취, 채취 
및 유통

Ÿ 산나물, 산약초, 특용수목 굴․채취

Ÿ 고로쇠 등 수액 무단채취

Ÿ 관상·조경수 굴·채취, 유통

Ÿ 산림 내 자연석 밀반출

Ÿ 멸종위기 식물의 채취

시 전체 연중
기획/수시

단속

기타 
사업지 등
불법행위

Ÿ 벌채사업지 잘못 베기

   - 수종갱신지, 숲가꾸기 사업지

   - 표고자목생산 벌채지

Ÿ 토석채취허가지(채광지포함) 실태조사 및 점검

Ÿ 화목용 입목 벌채 등

Ÿ 목재제품 품질 단속

사업지 연중 수시단속

자료: 서울시 자연생태과, 2021년 불법 산림훼손방지 추진계획(2021.03)

[표 3-14] 불법 산림 훼손 유형별 중점 단속사항

산림관리팀에서 확인한 산림 훼손 현황은 2018년 17건, 2019년 11건, 2020년 8건

으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면적은 증가하였다. 주로 산불피해로 인한 훼손이 대부분

이나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로 인한 훼손도 발생하였으며, 2020년 불법산지전용 

3건 중 2건, 무허가벌채 1건은 사유림에서 발생하였다. 불법으로 인한 산림 훼손은 

산림관계법의 벌칙조항에 의해 관리한다.

[그림 3-2] 서울시 산림 훼손 단속 건수

자료: 서울시 자연생태과, 2021년 불법 산림훼손방지 
추진계획

구분 2018 2019 2020
불법
산지
전용

0건
(0)

3건
(0.19)

3건
(0.19)

무허
가

벌채

1건
(0.15)

2건
(0.07)

1건
(0.25)

산불
피해

16건
(0.42)

6건
(1.20)

4
(0.90)

합계
17건
(0.57)

11건
(1.46)

8건
(1.34)

[표 3-15] 서울시 산림 훼손 현황
(단위: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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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팀은 단절된 녹지축 연결로 조성,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산림 내 수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복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자연자원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야

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업무와 생태계교란생물 관리 등을 수행한다.

구분 주요사업 사업내용 및 실적

생태
복원팀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

Ÿ 사업내용: 녹지연결로 설치, 산책로 연결, 수목식재 등

Ÿ 추진실적(’06~’20년): 서오릉고개, 개포로 녹지 연결로 등 18개소 

조성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Ÿ 사업내용: 하천사면 및 둔치에 군락형 숲 조성, 산책로변 그늘목 식재 등

Ÿ 추진실적(’06~’20년): 총 193개소, 2,672,478㎡ 녹화

산림 내 수생태계 

복원

Ÿ 사업내용: 도시산림 내 훼손·방치된 계류를 복원하고 

습지생태환경으로 조성

Ÿ 추진계획(’21): 수락산 노원골, 금천구 시흥계곡 등 3개소 복원

야생동물 

인공증식 및 복원

Ÿ 사업내용: 양서류, 반딧불이 등 야생동물 인공증식·방사 모니터링

Ÿ 추진실적(’05~’20년): 반딧불이(58,774), 양서류(169,212) 

증식·방사

자연
자원팀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 지정 및 관리

Ÿ 사업내용: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야생생물(철새) 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관리

Ÿ 추진실적(’06~’20년): 26개소 지정·관리(생태경관 17, 

야생생물보호 6, 철새보호 3)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 동물 관리

Ÿ 사업내용: 블루길 등 동물 3종, 가시박 등 식물 5종 제거 및 관리

Ÿ 추진실적(’20년): 가시박, 환삼덩굴 등 1,431천㎡ 및 큰입배스 등 

311마리 제거

자료: 서울시 푸른도시국, 2021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표 3-16] 훼손·복원관련 자연생태과 주요 업무

(2) 도시계획국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임목훼손 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사고지로 

지정하며, 사고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사고지는 2020년 

9월 기준 총 101건으로 나타나며, 종로구에서 39건으로 가장 많다.25) 사고지 지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임야 59건(58%), 대지 27건(28%), 전 10건(10%)으로 나타난다. 이

외 잡종지, 도로, 학교용지, 공원 등도 사고지로 지정되었다.

25) 연속된 필지더라도 지번별 1건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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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구별 사고지 지정 현황

자료: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내부자료(2020)

[그림 3-4] 사고지 지목별 분포

자료: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내부자료(2020)

[그림 3-5] 보전산지로 지정된 임야의 무단 개발행위(강서구 마곡동)

자료: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내부자료(2020)

[그림 3-6] 개발제한구역, 비오톱 1등급지 내 무단 임목훼손(중랑구 신내동)

자료: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내부자료(2020)

주요 자치구의 사고지 지정 사례를 보면, 임목훼손이 발생한 토지의 지목이 전, 답, 

대, 임야, 잡종지, 도로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무단 형질변경과 임목훼손이 중복으로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단순 임목훼손에 의해서만 사고지를 지정한 경우는 상대적

으로 적다. 지목이 대지인 필지의 사고지 지정 사유는 모두 무단 형질변경이며, 무단 

형질변경과 임목훼손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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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사고지 지목 위반사례 등 주요내용

종로구
대 21건, 

임야 9건, 전 9건

Ÿ (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무단형질변경) 및 무단 벌채

Ÿ (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무단형질변경) 및 임목훼손

노원구
임야 14건, 
잡종지 1건

Ÿ (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벌채, 고의 수목 훼손

Ÿ (잡)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무단형질변경) 및 무단 벌채

성북구
임야 4건, 대 3건, 

공원 1건, 
도로 1건

Ÿ (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목훼손

Ÿ (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범위 이상의 굴토

Ÿ (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무단 형질변경)

도봉구 임야 3건
Ÿ (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벌채, 임의고사, 및 개발행위(무단 

형질변경)

강북구
임야 5건, 

학교용지 1건
Ÿ (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벌채

자료: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내부자료(2020)

[표 3-17] 환경부 산림 훼손·복원 관리 현황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사고지로 지정할 수 있는 임목훼손지는 지목상 임야가 아니

거나 임상도상 산림으로 분류되지 않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단 형질변경이 수반되

는 임목훼손의 행위는 사고지 지정에서 논의의 여지가 없으나, 무단 형질변경을 수반

하지 않은 단순 임목훼손만 발생한 경우 사고지 지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원상복

구·유지관리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사고지 지정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26)

(3) 서울시 산림 훼손지 관리 검토사항

서울시 산림 훼손·복원 관련 업무를 검토한 결과, 산지나 산림에서 산림관계법에 근

거한 사업이 아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훼손지 조사나 복원·복구 관련 사업

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훼손 발생 시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처

리하지만, 이는 산림관계법 등에 기반한 조처이며 서울시에는 이를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조례나 기준이 없다. 환경부의 생태보전부담금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복원

사업은 있으나, 서울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은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업 등에 한정된다.

도시계획국의 사고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임목훼손과 무단 형질변경이 동시에 명시되

어 있기 때문에27) 단순 임목훼손의 경우 사고지 지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26) 도시계획 조례에서의 사고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적인 내용 분석과 개선방안은 제5장 3절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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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목훼손 행위로 사고지 지정이 가능한 대상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고, 원상복구 방법과 원상복구 후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도 

미흡하다. 사고지 해제방법은 서울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20% 이상이 되어야 하

지만, 사고지 지정 당시 임목훼손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고지의 입목축적이 서울시 평

균 입목축적의 120% 이상일 경우 사고지 해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고지 지정을 위

한 임목훼손의 대상, 정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7) 무단 형질변경의 경우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근거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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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울시 산림 훼손지 특성 분석

1_서울시 산림 훼손지 현황

1) 서울의 산림 현황 및 변화

서울의 산림 현황 및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2010, 2015, 

2020)를 이용하였다. 서울의 산림지 비오톱 면적은 2010년 대비 2015년에 약 

5.54% 감소하고, 2015년 대비 2020년에는 약 0.95% 감소하여28) 10년간 약 6.3%

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이를 서울시 전체 면적비율로 보면 2010년 대비 2015년에는 

1.31%, 2015년 대비 2020년에는 0.18%가 감소하여 최근 10년간 서울시 전체 면적

의 약 1.49%의 산림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주거지 비오톱과 조경녹

지 비오톱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4-1] 서울시 비오톱 유형 변화(2010~2020)

28) 2020년 도시생태현황도는 정책활용방안 연구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져 실제 산림 감소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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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 유형

2010년 2015년 2020년 10~15 15~20

면적(ha)
면적
비율
(%)

면적(ha)
면적
비율
(%)

면적(ha)
면적
비율
(%)

면적비율
증감(%)

주거지 비오톱 11,885.9 19.54 12,346.7 20.28 12,556.7 20.63 0.75 ▲ 0.34 ▲

상업 및 업무지 
비오톱

11,367.4 18.69 11,341.2 18.63 11,327.0 18.61 -0.05 ▽ -0.02 ▽

공업지 및 
도시기반

시설지 비오톱
7,162.7 11.77 7,349.0 12.07 7,221.1 11.86 0.30 ▲ -0.21 ▽

교통시설 
비오톱

6,602.5 10.85 6,932.2 11.39 7,047.6 11.58 0.54 ▲ 0.19 ▲

조경녹지 
비오톱

2,173.4 3.57 2,754.9 4.53 3,031.9 4.98 0.95 ▲ 0.46 ▲

하천 및 습지 
비오톱

4,921.7 8.09 4,979.0 8.18 4,982.3 8.19 0.09 ▲ 0.01 ▲

경작지 비오톱 2,480.4 4.08 1,618.2 2.66 1,297.9 2.13 -1.42 ▽ -0.53 ▽

산림지 비오톱 14,187.2 23.32 13,400.6 22.02 13,293.7 21.84 -1.31 ▽ -0.18 ▽

유휴지 비오톱 50.6 0.08 144.5 0.24 109.4 0.18 0.15 ▲ -0.06 ▽

합계 60,831.9 100.0 60,866.1 100.0 60,867.6 100.0 -

주: 면적 비율은 서울시 전체 면적 대비 산정한 비율값임

[표 4-1] 서울시 비오톱 유형 변화 면적(2010~2020)

[그림 4-2] 서울시 비오톱 유형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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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오톱 1등급지는 대부분 산림지 

비오톱에 해당한다. 산림지 비오톱 중 비오톱 1등급지 면적은 9,661.3ha로 비율은 

약 72.7%이며, 가장 많은 비오톱 1등급지 면적을 차지하는 비오톱 유형은 자연림으

로서 참나무림(H4)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8.04%를 차지한다.

[그림 4-3] 비오톱 1등급지 분포(2020)

비오톱 유형
2020년

비고
면적(ha) 면적비율(%)

E5 식물원 9.3 0.02 조경녹지 비오톱(E)

F2 습지 24.4 0.04 하천 및 습지 비오톱
(F)F4 하천변 자연녹지 79.5 0.13

H1 인공조림지로서 외래종 낙엽활엽수림 2,407.5 3.96

산림지 비오톱
(H)

H2 인공조림지로서 외래종 침엽수림 885.2 1.45

H3 자연림으로서 소나무림 1,336.5 2.20

H4 자연림으로서 참나무림 4,895.1 8.04

H5 자연림으로서 건조지성 낙엽활엽수림 74.2 0.12

H6 자연림으로서 습윤지성 낙엽활엽수림 60.4 0.10

H7 초본식생지 2.4 0.00

합계 9,774.3 16.06

주: 면적 비율은 서울시 전체 면적 대비 산정한 비율값임

[표 4-2] 비오톱 1등급지 면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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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 훼손지 현장조사 

서울시 산림 훼손지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으며, 1, 2차

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차 현장조사는 산림 훼손지, 산림 훼손 및 복원사업 예정지, 

산림 복원 완료지로 구분하여 3개소에 대하여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 현장

조사는 규모별 산림 8개소를 대상으로 정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1) 1차 현장조사

① 대상지 선정

산림의 위치, 규모,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서울시 외곽 경

계에 있는 산림 훼손지 사례로서 강남의 우면산 도시자연공원과 산림 훼손지 및 복원

사업예정지가 있는 강북의 초안산 근린공원, 도심지 내부에 산림 복원이 완료된 관악

산 도시자연공원(청룡산지구)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4-4] 1차 현장조사 대상지

대상지 구분 특성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시 외곽)
산림 훼손지

초안산
도시자연공원
(도심 내부)

산림 훼손 및 복원 

예정지

관악산
근린공원

(도심 내부)
복원 완료지(공원)

[표 4-3] 1차 현장조사 대상지 개요

대상지 사전 현황 검토 및 공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림 훼손지 사전조사를 수행하

였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를 이용하여 토지이용, 주요식생 등 대상지 현황과 인접 

토지이용, 인접 비오톱 유형, 건축물 현황 등 주변환경을 조사하였으며, 도시계획시

설, 토지소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훼손지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29)

29) 1차 현장조사 대상지별 현황 검토 및 공간분석 결과 야장은 부록에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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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현장조사 대비 사전 대상지 현황 작성(야장) 및 공간분석 수행

② 조사결과

우면산은 비오톱 유형을 고려하여 산림과 시가화 지역이 인접한 도로, 주택가, 공업지

역, 산림 인접부 경작지, 공원조성지역 등을 현장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사방사업 대상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림 4-6] 우면산 현장조사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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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림 훼손지 조사 결과, 산림 내부와 산림 및 시가화지역 인접부의 사유지에서 

산림 훼손이 발생하고, 대부분 경작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주로 확인되었다. 경작지로 

이용하는 면적이 규모가 크고 임목훼손과 물건적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펜

스 설치로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 우면산은 대규모 산사태 이후 대부

분의 산림 내 계류를 대상으로 사방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다.

조사
대상지

훼손 유형 및 특징 현장사진

우면산 
001

Ÿ 개인 사유지 약 1만1천㎡ 

경작지 이용, 공작물 무단설치 

및 물건적치

Ÿ 일부 수목 고사 및 임목훼손

Ÿ 산림 내측 자동차공업사 부지

우면산
002

Ÿ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옆 사유지 

약 1만7천㎡ 경작지 또는 

조경수 식재

Ÿ 공원 내 일부 수목 고사

Ÿ 공원 주변 주거지 가축농장 및 

일부 임목훼손

Ÿ 공원 내 사방사업 실시

우면산
003

Ÿ 우면산 내측 대규모 농원 조성

Ÿ 개인사유지 경작지로 활용

Ÿ 임목훼손 다수

우면산
004

Ÿ 향후 공원조성예정지역 

(공공주택조성예정지구)

Ÿ 경작지 이용, 물건적치 등

Ÿ 관리 미흡으로 주변 임목 고사

[표 4-4] 우면산 산림 훼손지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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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은 도심 내 위치한 산림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근린공원으로서 주거지에 

둘러싸여 있는 산지형 근린공원이다. 현장조사는 주택가와 인접한 산림 인접부와 산

림 내 공원조성지역, 산림 내 훼손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4-7] 초안산 현장조사 대상지

초안산에서도 경작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주 훼손 유형으로 확인되며, 산림 인접부 

이외에도 등산로가 조성되지 않은 내부까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사유

지로 규모도 상당하다.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는 펜스 설치, 수목 훼손, 물건

적치 등이 함께 확인되었으며, 산책로 주변에도 소규모 수목 훼손이나 물건적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 과수원으로 이용된 지역은 기존 과수원에서 활용되었던 묘

목을 살려 산책로, 휴게공간 등 시민이용시설과 함께 초안산 산림과 연계하여 공원으

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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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지

훼손 유형 및 특징 현장사진

초안산
001

Ÿ 경작지로 이용하거나 

물건적치

Ÿ 국유지, 공유지 혼재로 수목 

훼손, 물건적치 등 발생 

초안산
002

Ÿ 산림 인접부 경작지로 이용

Ÿ 일반인 접근 불가

초안산
003

Ÿ 산림 내부 사유지에 경작지 

조성

Ÿ 수목훼손, 물건적치 등이 

확인되며, 상주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

초안산
004

Ÿ 기존 과수원으로 이용된 

지역으로 주변 산림 훼손

Ÿ 공원조성예정지역으로 부지 

정리 상태

[표 4-5] 초안산 산림 훼손지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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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룡산지구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일부로서 ‘관악구 청룡산 지구 공원조성

사업(2013~2019)’에 의해 산림 훼손지(경작지 등)를 대상으로 사유지 토지보상을 통

해 시민 이용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한 지역이다.

공원 면적은 208,071㎡로 이 중 시설면적은 31,716㎡(배드민턴장, 생태연못, 유아숲

체험장, 둘레길, 야외운동기구 등)이며, 시설률은 15.24%이다.30) 

[그림 4-8] 관악산 현장조사 대상지(좌) 및 복원 후 위성사진 변화(우)

주택가와 산림인접지역은 옹벽을 설치하고 초본식생으로 침식을 방지하였으며, 주택

가에서 바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정비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미관

을 개선하였다. 산림 내부 부지에는 분양텃밭을 조성하여 시민 이용도를 높이고 유아

숲, 체육관, 야외운동시설 등의 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이외에도 소규모 생태연못과 생

물서식공간을 조성하였다. 

30) 관악구, 2019, 관악구 도시자연공원의 시민친화적 이용방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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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지

복원 특징 현장사진

청룡산 
001

Ÿ 주거지와 산림 인접부 옹벽 

설치 및 공원조성으로 

접근성 향상, 미관 개선

Ÿ 산책로 정비

청룡산 
002

Ÿ 분양텃밭 조성으로 

시민이용도를 높임

Ÿ 소규모 계류에 여울 및 

저류시설 조성

청룡산 
003

Ÿ 유아숲, 체육관 등 

시민이용시설 조성

Ÿ 계곡 물길을 이용한 

생물서식공간 및 생태연못 

조성

청룡산 
004

Ÿ 산림지 내부 산책로 정비

Ÿ 시민휴식공간 조성

[표 4-6] 관악구 청룡산지구 공원조성지역 조사 결과

1차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주된 훼손 유형은 산림 내 경작지로 산림 내부 및 인접부

에 모두 나타나며 규모 또한 가장 크다. 이외에도 임목훼손, 물건 무단적치 등 다양한 

산림 훼손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훼손지역은 대부분 사유지로서 사유지의 산림 훼손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훼손지 관리를 위한 산림 복원 

방안으로 자연성을 고려한 산림 원형 복원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시민이용을 고

려한 공원 조성의 방향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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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 현장조사

① 대상지 선정

정밀 현장조사는 서울시 내 다양한 산림을 대상으로 다수의 현장 데이터를 확보하고, 

향후 훼손지 관리를 위한 시민들의 인식제고 및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관련 분야의 

현장활동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31)와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대상지는 공원 분류를 참조하여 산림형 공원 가운데 규모와 위치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캠핑숲, 고궁, 식물원 등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된 공원이

거나, 산림형이 아닌 수변공원 등 성격이 다른 공원 유형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현

장조사 범위는 공원이 조성된 해당 산림 전체를 포함하되, 서울시 행정 경계 내로 한

정하였다. 1차적으로 도시자연공원 5개소, 도시지역권 7개소, 도보권 3개소의 총 15

개를 선정하였고,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산림 훼손지 대상지로서 적합하다고 판

단된 최종 8개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공원명 공원위치 대상지(산림) 관리청 공원 분류

인왕산 옥인 산3-1 인왕산 종로구청 도시자연공원

안산 홍제 산33 안산 서대문구청 도시자연공원

천왕 천왕 산25-1 천왕산 구로구청 도시자연공원

인능산 내곡, 신원 인능산 서초구청 도시자연공원

배봉산<시공원> 전농 산32-20 배봉산 동대문구청 도시지역권

봉화산<시공원> 묵동 산46-1 봉화산 중랑구청 도시지역권

봉제산<시공원> 화곡 산1 봉제산 강서구청 도시지역권

돌산 세곡 산1 돌산 강남구청 도보권

자료: 서울시 공원녹지현황 통계(2021.1) 참조

[표 4-7] 정밀 현장조사 대상지

② 조사결과32)

서울시 산림 8개소의 현장조사 결과, 총 59개소 훼손지와 훼손 면적 약 64,000㎡가 

확인되었다. 산림 훼손의 유형은 크게 나대지 및 개활지, 산림 내 경작지, 체육시설 

등 산림 내 시설물, 묘지, 훼손 후 복원지 등이 확인되었다. 훼손지 개소 수와 면적 

31) 사단법인 생명의 숲(1998년 3월 18일 창립된 시민단체로 숲 가꾸기 운동을 시작으로 현재는 숲문화운동, 도시 
숲 운동, 학교 숲 운동, 정책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숲 관련 활동 수행)

32) 현장조사 종합결과만을 정리하였으며, 개별 산림의 지점별 조사 결과와 사진자료 등은 부록에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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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경작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나대지(훼손지), 체육시설, 묘지 등으로 나타

났다.33) 

규모가 큰 도시자연공원이 포함된 산림에서는 훼손으로 인한 나대지의 개소 수가 가

장 많고, 다음으로 경작지, 체육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훼손 면적은 경작지가 가장 크

고, 다음으로 나대지, 체육시설 순으로 확인되었다. 도시지역권 산림에서는 훼손으로 

인한 나대지와 경작지가 각각 6개소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체육시설, 묘지 순으로 나

타났다. 훼손 면적 규모는 경작지, 나대지, 체육시설, 묘지 등으로 나타났다. 도보권 

공원에서는 훼손지 대부분이 경작지로 나타났으며, 조경수 농원 1개소가 확인되었다.

훼손 유형

나대지
(개활지)

경작지
산림 내 
시설물

(체육시설 등)
묘지 훼손 복원지 기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도시
자연
공원

인왕산 3 450 - - 3 600 - - 2 700 - -

안산 4 2,250 1 50 1 200 - - 1 1,000 - -

천왕산 4 950 3 8,000 1 50 - - - - - -

인능산 1 1,000 5 18,100 - - - - - - 2 -

소계 12 4,650 8 26,150 5 850 - - 3 1,700 2 -

도시
지역
권

배봉산 1 100 1 200 3 1,100 - - 1 300 2 200

봉화산 - - 5 8,000 1 500 2 100 - - - -

봉제산 5 1,600 - - - - 1 50 - - - -

소계 6 1,700 6 8,200 4 1,600 3 150 1 300 2 200

도보
권

돌산 - - 6 8,500 - - - - - - 1 10,000

소계 - - 6 8,500 - - - - - - 1 10,000

합  계
18 6,350 20 42,850 9 2,450 3 150 4 2,000 5 10,200

총 59개소, 면적 약 64,000㎡

주: 기타훼손은 군시설, 조경수 농원, 숲 속 광장, 토끼사육장임

[표 4-8] 정밀 현장조사 결과 종합
(단위: 개소, ㎡)

33) 산림 내 수목을 보식하여 복원사업 중인 지역 4개소(면적 2,000㎡)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훼손지
로 판단하여 조사결과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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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조성 등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훼손지 복원사업과 관리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전반적인 산림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시민이

용을 위한 체육시설, 숲 속 광장, 토끼사육장 등 다양한 시설물의 설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사대상 8개 산림 중 천왕산, 인능산, 봉화산, 돌산 등 시 외곽에 위치한 산림은 대부

분의 훼손 원인이 경작으로 인한 산림 주변부 훼손으로 산림 복원을 위해서는 경작으

로 인한 훼손 유형에 대한 관리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 규모의 

산림 내 나대지는 훼손지가 주변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부 자생 수종 

중심의 보식을 진행하여 산림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드

민턴장 등 체육시설들과 숲 속 광장 등 이용편의시설들은 가급적 산림 중앙부보다는 

주변부에 설치하고, 규모를 최소화하여 이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2_서울시 산림 훼손 유형 및 특성

1) 전문가 설문조사

(1) 조사개요

서울시의 도심특성을 고려한 산림 훼손지의 유형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복원 원칙과 

방향 정립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학계, 공무원, 시민단

체 등 산림·생태계 분야 종사 전문가 20인이며, 온라인으로 개별 설문 실시 후 결과

를 취합하였다.

구분 설계내용

조사대상
학계, 관계 공무원, 학술기관, 시민단체 등 산림·생태계 분야 종사 전문가 

20인

조사방법 개별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2021년 5월 ~ 6월

조사목적
도심지 산림 훼손의 판단과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산림 훼손지의 

복원·관리방안 조사

[표 4-9]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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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의 구성은 산림 훼손의 유형, 산림 훼손의 원인, 훼손지 복원 관리방안으로 구분

하였다. 산림 훼손의 유형에서는 일반적인 산림 훼손 유형의 범위와 서울시에서 산림 

훼손으로 보아야 할 훼손의 유형과 범위를 설문하여 서울시에서 검토해야 할 산림 훼

손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산림 훼손의 원인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산림의 훼손

의 주된 원인에 대해 설문하였다. 훼손지 복원 및 관리방안에서는 산림 훼손지의 복원 

및 관리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수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훼손 유형별 복원 

및 관리방안을 설문하였다.

구분 주요내용

산림 훼손의 유형
Ÿ 서울시 산림 훼손 유형 및 범위

Ÿ 심각한 산림 훼손 유형 선정

산림 훼손의 원인 Ÿ 서울시 산림 훼손의 주된 원인 및 근거

훼손지 복원 및 
관리방안

Ÿ 산림 훼손지 복원 및 관리 방향

Ÿ 산림 훼손지 유형에 따른 복원 및 관리방안

[표 4-10] 설문의 구성 및 주요내용

(2) 산림 훼손의 유형

전문가의 과반이 산림 훼손으로 본 유형은 입목훼손지(100%), 산림 내 경작지(90%), 

산림 내 산불발생지(95%), 산림 내 물건적치(75%),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100%), 

산림 내 축사 및 창고 설치(95%), 산림 내 묘지 및 주변 벌채(90%),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지(95%), 병해충으로 인한 수목 고사지역(85%)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림 인접부 

조경수목식재지(25%)와 사방사업지(45%), 산림 내 도시농업지(45%)는 과반이 일반

적인 산림 훼손 유형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에서 고려해야 하는 산림 훼손 유형 설문결과, 산림 인접부 조경수목식재지에 

대해 전문가 25%만이 일반적인 산림 훼손 유형이라고 응답한 것과 대비하여 서울시

에서 산림 훼손 유형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45%로 특징적이다. 또한 서울시의 

산림 훼손 유형 판단에 있어서 일반적인 산림 훼손 유형보다 훼손으로 보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80% 이상이 서울시에서 고려해야 

하는 산림 훼손으로 본 유형은 산림 내 경작지(90%),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

(95%),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지(85%), 병해충으로 인한 수목 고사지역(90%)이었으

며, 상대적으로 입목훼손지, 산불발생지, 산림 내 물건적치, 산림 내 축사 및 창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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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산림 내 묘지 및 주변 벌채 유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산림 훼손 유형 대비 서울

시에서 고려해야 하는 산림 유형으로 보지 않는 의견이 더 많았다.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산림 훼손 유형으로 전문가의 33%가 산림 내 

등산로, 산책로 설치 및 산림 이용객에 의한 훼손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전문가의 

28%는 산림 내 체육시설, 운동시설, 야영 등 시민이용시설에 의한 훼손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서울시 도시 특성상 산림을 이용하려는 시민수요가 높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설치되는 산림 내 이용시설이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산림 내 수종 갱신으로 인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훼손과 산림 내 

생태계 교란생물이나 외래종 등으로 인한 훼손, 송전탑 설치, 주거지에 따른 산림 경

관 훼손, 기후변화에 따른 수목고사, 산림 내 불법상행위 등이 기타 고려해야 할 산림 

훼손으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림 4-9] 산림 훼손 유형 설문 결과

산림 훼손 유형 중 서울시에서 심각한 산림 훼손 유형 순위를 조사 한 결과, 전문가의 

61%가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라고 응답하였으며, 뒤이어 산림 내 경작지(11%), 

산림 내 건축물·시설물(1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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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서울시에서 심각한 산림 훼손 유형(1순위)

1~3순위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분석한 서울시에서 심각한 산림 훼손 유형은 1위가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 다음으로 산림 내 경작지,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지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산림 내 문화체육시설 등 시설물, 입목훼손지, 산림 내 등산로 및 

산책로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 훼손 유형 점수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 35
산림 내 경작지 22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지 10

산림 내 건축물/시설물(문화체육시설) 6
입목훼손지 6

산림 내 등산로 및 산책로 5
산림 인접부 조경수목식재지 5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지 5
산림 내 물건적치 4

병해충으로 인한 수목고사지 3
산림 내 산불발생지 3

주거지역 확대로 인한 산림경관훼손지 3
기후변화에 따른 수목 고사지역 2
산림 내 시설물(문화체육시설) 2

산림 내 창고설치 2
산림의 과도한 이용(비인가 샛길, 행정기관의 방치) 2

주거지역 확대로 인한 산림 훼손지 2
개발을 기대한 장기간 불법 산림 훼손 및 점유 1

산림 내 답압으로 인한 훼손 1
허가사항(군부대, 터널 등)확대를 위한 산림 및 유역 물길 훼손 1

주: 전문가별로 1~3순위 우선순위를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순위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함

[표 4-11] 서울시에서 심각한 훼손 유형 순위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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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 훼손의 원인

서울시 산림 훼손의 주된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주거지역 확대, 건축물 조성, 개발행

위 등의 도시개발사업이었으며, 시민의 과도한 이용, 산림 훼손의 관리 미흡, 산림 내 

경작도 주된 산림 훼손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도시개발사업이 산림 훼손의 원인이 

되는 근거는 개발사업부지 내 산림 일부가 포함되어 개발되었을 때, 해당부지가 공원

화되는 과정에서 기존 산림수종이 조경수종으로 대체되어 자연 생태계 본래 모습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이 이용하면서 산림의 나지화, 주변 식생 교란, 자연식

생의 훼손이 발생하고, 시민이용시설이 증가하면서 산림이 훼손된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이다.

산림 훼손 
원인

응답
빈도*

전문가 의견

도시개발
사업

20
Ÿ 개발사업계획 부지 내 산림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개발되고, 공원화되면서 

조경수종으로 대체되어 자연생태계 본래 모습 훼손

과도한 
이용

7

Ÿ 둘레길, 산책로, 등산로 조성 등으로 답압에 의한 훼손 및 산림 파편화

Ÿ 시민 이용이 증가하면서 산림 내 샛길 이용, 능선부 및 숲길의 나지화, 숲길 

및 시설지 주변 식생의 교란, 쓰레기 발생, 자연식생 훼손 등

Ÿ 산림 내 문화·체육·사회복지시설 설치(이동을 위한 도로 확장 포함)

관리 미흡 6

Ÿ 산림 내 불법행위(경작, 적재)와 생태계교란종 확산 관리 미흡

Ÿ 시기별 적절한 산림 관리 활동이 미흡하고, 훼손을 방치하거나 

불법행위(경작, 점유)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복원도 미미함

산림 내 
경작

6
Ÿ 서울시 특성상 산림 접근성이 용이하여 인접부에 무분별한 불법 경작 다수 

발생

기후변화 4

Ÿ 인공조성림 비중이 높아 교란에 따른 산림회복탄력성이 떨어짐

Ÿ 기온상승에 따른 수목병해충 발생량 증가

Ÿ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해 발생으로 수목고사

의도적 
훼손

2 Ÿ 개발을 기대한 토지주들에 의한 의도적 훼손

기타 -

Ÿ 산림 보존에 대한 인식 부족

Ÿ 산림 내 산불 발생(피해면적이 큼)

Ÿ 산림 인접부 조경수목식재로 인한 훼손

*응답한 전문가 수

[표 4-12] 서울시 산림 훼손의 원인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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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훼손지 복원 및 관리방안

산림 훼손지 관리 방향을 생태적 측면과 활용적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문한 

결과, 생태적 측면의 복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40%, 시민이용과 

공원 조성 등 활용적 측면의 관리 방향을 제시한 전문가는 15%로 나타났으며, 이 둘

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1] 서울시 산림 훼손지 복원 및 
관리방향 응답 결과

생태적 측면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도시 특성상 타 지역 

대비 생태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생태적 복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자연림으로서 복원해야 된다고 제안하였다. 공원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개발

행위로서 산림 보존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생태적 측면의 복원을 강조하였다.

반면, 활용적 측면을 강조한 전문가는 서울시는 인구 밀도가 높고 생태계 기능 복원 

대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더 크기 때문에 시민 수요를 고려해야 한

다고 보았다. 이에 시민이용 측면을 고려한 공원 조성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조

성 시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성·관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산림 관리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므로 생태적 입

장만을 고려하기에는 다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68

04

서
울
시
 산
림
 훼
손
지
 특
성
 분
석

생태적 측면 복원 및 관리방향 선정 근거 활용적 측면 복원 및 관리방향 선정 근거

Ÿ 서울시는 타 지역 대비 생태적 건강성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음

Ÿ 환경생태적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복원 필요

Ÿ 산림생태축, 생물다양성 고려

Ÿ 우수한 산림의 보전지역 설정 필요

Ÿ 인공림에서 자연림으로 변화 필요, 외래식물 

관리, 훼손지 식생복원 등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향상시켜야 함

Ÿ 공원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개발행위로서 산림 보존과는 다른 개념임

Ÿ 천이를 유도하기 위한 생태림 조성 방향 고려

Ÿ 주변식생과 연계를 통한 생태 복원 필요

Ÿ 서울시는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생태계 

기능보다 생태계서비스 수요를 고려해야 함

Ÿ 시민 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공원 조성과 

연계되어야 함

Ÿ 적극적인 휴양기능 개선이 요구됨

Ÿ 훼손지를 공원으로 활용

Ÿ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토록 조성 및 

관리해야 함

Ÿ 서울시 산림 관리 측면에서 입산객들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므로, 생태적 입장만을 

고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

[표 4-13] 서울시에서 산림 훼손지 복원 및 관리방향의 근거

훼손 유형 복원 및 관리방안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

Ÿ 생태복원 대체지 조성 부지로 관리하여 복원 비용 및 자연자원의 순손실 방지

Ÿ 표토보전과 재활용 지침을 만들어 개발사업의 피해 최소화

산림 내 
경작지

Ÿ 원상복구하며, 주변의 식생을 고려하여 수목 식재

Ÿ 산림 내 인접지역과 유사하게 복원하고 산림 인접부는 관목림 등을 식재하여 산림 

내부 생태계 보호 완충기능 유도

Ÿ 2차 경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중하 군락 식재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훼손지

Ÿ 등산로, 산책로 확산 방지 및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식생 유사종 및 자생종 도입

Ÿ 등산로 정리 및 무분별한 샛길 이용 엄격 제한

산불발생지

Ÿ 피해목 제거 후 주변식생을 고려하여 묘목 식재로 복원

Ÿ 조속한 토양개량 수목식재 등 복원공사 시행

Ÿ 훼손 입목처리 시 과도한 벌채를 지양하고 훼손 수목의 맹아를 이용, 재발방지 

위해 침활 혼효림으로 복원

사방사업지
Ÿ 담수공간을 만들어 개울을 조성하고 유수에 방해가 안 되는 소규모 웅덩이와 습지 

등을 조성하여 생물종다양성 증진(곤충, 양서파충류, 어류)

산림 인접부 
훼손지

Ÿ 관목 등으로 다층식재하며, 주변 산림과의 연계를 위해 유사 수종 식재

Ÿ 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수종(화목류 및 유실수)을 중심으로 복원

Ÿ 관목과 초본의 하층식생을 복원하여 주연부 역할 강화

병해충으로 
인한

수목고사지

Ÿ 관리 강화를 통한 돌발 병해충 선제방제 및 적기방제로 수목피해 방지

Ÿ 피해 병충해에 강한 수종 식재하되, 다양성을 고려함

Ÿ 과도한 대응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함

기타 복원 
방안 제안

Ÿ 산림 훼손 복원 우선순위 설정 필요

Ÿ 대도시 산림보전을 위한 기구 설치 운영: 전문가 자문단, 시민모니터링단을 통한 

적극적 감시와 복원 활동

Ÿ 층고제한 등 산림 인접부 개발 제한 필요

Ÿ 인공림의 자연림으로의 변화 관리

Ÿ 복원 시 시민참여를 통한 자연보전 인식 증진

[표 4-14] 산림 훼손 유형에 따른 복원 및 관리방안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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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산림 훼손 유형 및 특성

(1) 산림 훼손 유형별 특징34)

1차 현장조사, 시민단체 연계 정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

이 서울시 산림 훼손 유형을 구분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① 사방사업지 및 사방구조물 설치

대규모 사방사업이나 사방구조물 설치 시 불가피하게 산림 파편화와 산림 훼손이 발

생한다. 산림 내부에서는 산림 내 계곡이나 소규모 하천에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

업을 실시하여 하천 수계의 변형이나 직선화를 야기한다. 산림 인접부에서는 주거지

와 인접한 지역에 안전상의 이유로 침식 방지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공원 조성, 도로 

개설, 개발사업 등으로 산림 지형을 깎는 등 형질변경이 발생할 경우 산지면에 사방구

조물 설치로 산림 훼손이 발생한다.

(a) 산림 내 산사태 예방사업 실시(우면산)

(b) 산림 인접부 주택가 사면침식 및 산사태 방지 사방구조물 설치(초안산)

[그림 4-12] 사방사업지 및 사방구조물로 인한 산림 훼손 사례

34) 산림 훼손 유형은 1차 현장조사, 시민단체 연계 정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였으며, 서울시에서 고려해
야 할 산림 훼손 유형과 서울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산림 훼손 유형을 종합 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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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 내 경작지

산림 내 경작으로 인한 훼손은 서울시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산림 훼손 유형

으로서 산림 내부, 산림 인접부에서 모두 확인되며, 훼손 면적도 다양한 규모로 분포

한다. 산림 내 경작은 사유지의 무단 경작지 조성으로 인한 훼손이 대부분으로 경작 

활동을 위한 물건적치, 펜스 설치, 컨테이너 등 불법건축물 설치와 같은 다양한 부가

적인 산림 훼손 행위를 동반하며, 해당 지역의 수목 훼손뿐만 아니라 주변부까지 훼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도 과수원, 조경수 농원, 도시농업지 등 합법적으로 조성

된 경작지도 광범위한 관점으로 보면 인위적 산림 훼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a) 산림 인접부 경작지 조성 및 펜스 
설치(우면산)

(b) 산림 인접부 경작지 조성 및 
나대지(배봉산)

(c) 산림 내부 경작지 조성(인능산) (d) 산림 내 조경수 농원 조성(강남구 돌산)

[그림 4-13] 산림 내 경작으로 인한 훼손 사례

③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

개발사업 부지에 산림이 포함될 경우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자연생태계의 모습이 훼손

되기도 하고, 공원화 또는 조경수종 대체로 인하여 산림 면적이 손실되는 등 산림 훼

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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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개발사업으로 인한 산림 훼손(아파트 건설 현장, 서대문 안산)

④ 묘지 및 주변 벌채

산림 내부에서 소규모로 나타나는 산림 훼손 유형 중 하나로 묘지뿐만 아니라 주변 

벌채로 수목 훼손이 함께 발생한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묘지 및 주변 벌채로 인한 

산림 훼손은 일반적인 산림 훼손 유형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산림 훼손 유형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산림 내 묘지 및 주변 벌채(봉화산) (b) 산림 내 벌채 및 묘지방치(봉제산)

[그림 4-15] 묘지 및 주변 벌채로 인한 훼손 사례

⑤ 산림 내 건축물, 시설물 설치

산림 내 건축물, 시설물의 범위는 사유지 접근 방지를 위한 펜스 등과 같은 시설물에

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컨테이너, 주거공간 등의 건축물, 광범위하게는 산림 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런 산림 내 건축물, 시설물을 모두 인

위적 산림 훼손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도심 특성상 산림자원에 대한 시민의 

이용 요구도가 높고, 공원 등 이용시설과 연계하여 산림 내 체육시설물이나 광장 등 

시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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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법 컨테이너 설치(우면산) (b) 산림 내 농구코트 설치(인왕산)

[그림 4-16] 산림 내 건축물, 시설물 설치로 인한 훼손 사례

⑥ 물건적치 및 방치

물건적치 및 방치로 인한 훼손은 산림 내·외부에서 다양한 규모로 발생한다. 산림 내

부와 인접부를 야적장으로 이용하면서 주변까지 물건이 무질서하게 적치되어 훼손된

다. 물건적치 및 방치는 주로 산림 내 경작지 조성으로 인한 훼손과 함께 발생한다.

(a) 사유지 펜스 설치 및 물건적치(우면산) (b) 산림 내 경작지 조성 및 물건적치(초안산)

[그림 4-17] 산림 내 물건적치·방치로 인한 훼손 사례

⑦ 나대지 및 개활지

나대지 및 개활지는 훼손에 의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거나 입목이 없는 지역으로 주

로 산림 내부에서 소규모로 흩어져서 분포한다. 훼손의 원인은 명확하게 알 수 없으

나, 훼손 후 방치되어 산림 파편화와 단절이 발생한 지역이다.

(a) 방치된 나지 및 주변 경작(인능산) (b) 방치된 나지(배봉산)

[그림 4-18] 훼손으로 인한 나대지 및 개활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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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입목훼손지

자연재해, 병해충 등의 자연적 원인 또는 경작지 조성이나 사유지 활용 등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입목훼손이 발생하고, 입목의 훼손이 점차적으로 주변지역으로 확대되기

도 한다. 입목훼손은 주로 산림 인접부에서 발생하며, 훼손 후 관리 미흡 또는 방치로 

인해 산림 경관을 저해한다.

(a) 경작지 주변 입목훼손(우면산) (b) 산림 인접부 입목훼손 및 방치(초안산)

[그림 4-19] 입목훼손 사례

⑨ 재해, 병충해 피해지

산불, 풍수해, 병해충 등으로 인한 산림 훼손지이다. 산불이나 산사태 등으로 인한 산

림 훼손지는 범위가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목 보식 등 복원사업을 실시하나, 풍수

해 또는 소규모 병해충으로 인한 일부 입목의 훼손 등으로 인한 소규모 훼손지는 훼

손된 수목을 정리하는 등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림 4-20] 재해 및 병해충 피해지(봉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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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산림 훼손 유형 도출

서울시에서 나타나는 산림 훼손은 크게 인위적 훼손과 자연적 훼손으로 나눌 수 있다. 

인위적 훼손으로는 사방사업지, 산림 내 도시농업지, 사육장, 과수원, 산림 내 체육시

설 등 건축물·시설물, 조경수 농원, 등산로, 산책로, 묘지 및 주변 벌채, (무단)경작지,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 물건적치 및 방치 등이 있다. 자연적 훼손은 기후변화로 

인한 외래종 침입, 병해충으로 인한 수목 고사,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지 등이다. 

이외에 인위적 또는 자연적 훼손에 의한 입목훼손지, 산불 발생지, 나대지 및 개활지

가 서울시 산림 훼손 유형에 포함된다. 이러한 유형 중에서 현장조사와 전문가 설문조

사,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관리가 필요한 산림 훼손 유형을 선정

하였다.

서울시에서 고려해야 할 산림 훼손 유형은 (무단)경작지,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

지, 물건적치 및 방치, 입목훼손지, 산불발생지, 나대지 및 개활지, 병해충 수목고사

지,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지로 분석되었다.

[그림 4-21] 서울시 산림 훼손의 유형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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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서울시 산림 훼손지 공간분석

1) 산림 훼손 유형별 분석방법

서울시에서 관리가 필요한 산림 훼손 유형의 공간적 분포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2020)를 이용하였다. 산불발생지, 입목훼손지, 병해충에 의한 

수목고사지, 자연재해 피해지는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 유형 중 ‘초본식생지’를 대상

으로 산정하였다. 산림 내부 또는 인접부에서 수목이 훼손되고 초본이 분포하는 지역

을 산림 훼손지로 추정하였다. 초본식생지 분석 시 하천변 초본식생지는 분석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훼손된 나지는 도시생태유형도 비오톱 유형 중 ‘벌채지 및 나지’, ‘도시유휴지’ 유형을 

분석하였다. 벌채지 및 나지로 분류된 유형은 초본식생이 없이 방치된 나대지 및 개활

지로서 전체를 훼손지로 산정하였으며, 도시유휴지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만을 대상으

로 하였다. 

산림 내 경작으로 인한 훼손지는 도시생태유형도 비오톱 유형 중 ‘경작지’를 분석하였

다. 경작지는 논, 밭, 과수원, 시설물이 있는 경작지와 묘포장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무단 경작지 이외에도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도시농업지 등도 

포함된 면적이다. 공간분석은 산림 내부 또는 산림 인접부에 위치한 경작지만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주변에 산림이 접하지 않은 경작지는 제외하였다. 

물건적치 및 방치로 인한 훼손은 도시생태유형도 비오톱 유형 중 ‘야적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개별 야적장 규모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산림 내부에 위치하거나 산림에 

인접하는 야적장은 모두 산정하였다.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 분석은 이미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지역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10년간 감소한 산림지 비오톱 면적을 개발로 인한 감소로 추정하

고자 하였다. 따라서 ‘산림지 비오톱’ 유형의 최근 10년간 변화를 바탕으로 훼손 면적

을 산정하였다.35)

산림 내 시설물로 인한 훼손은 산림의 기능적 측면을 감소시키고,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산림 훼손의 원인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분석 대상에 포함

하였다.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 유형 중 ‘소규모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35) 산림지 비오톱 중 초본식생지, 벌채지 및 나지, 도시유휴지, 소규모 체육시설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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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시 산림 내부 또는 산림 인접부에 속하는 소규모 체육시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산림 훼손 유형 비오톱 유형 훼손지 분석 방법 비고

산불발생지
입목훼손지

병해충 수목 고사지
자연재해 피해지

Ÿ 초본식생지

Ÿ 산림지 내부 또는 

산림 인접부의 

초본식생지 분석

Ÿ 산림지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하천변 초본식생지 

제외

Ÿ 산불발생지, 입목훼손지, 

병해충으로 인한 수목고사, 

자연재해 피해지는 

현장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초본식생지 현황으로 추정

나대지 및 개활지
(훼손 나지)

Ÿ 벌채지 및 나지

Ÿ 도시유휴지

(방치된 나지)

Ÿ 도시유휴지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한하여 산정

Ÿ 벌채지 및 나지는 

초본식생이 없는 방치된 

나대지 및 개활지임

산림 내 경작지 Ÿ 경작지

Ÿ 산림 내부 또는 

산림 인접부의 

경작지 분석

Ÿ 주변에 산림이 

접하지 않는 

경작지는 제외

Ÿ 논, 밭, 과수원, 시설물이 

있는 경작지, 묘포장 모두 

포함

Ÿ 무단 경작지 이외에도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지도 

포함된 면적임

물건적치 및 방치 Ÿ 야적장

Ÿ 산림 내부 또는 

산림에 접한 야적장 

분석

Ÿ 개별 야적장 규모는 

고려하지 않으며 산림 

내부에 위치하거나 산림에 

인접하는 경우 모두 산정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

Ÿ 산림지 비오톱 

변화 파악

Ÿ 산림지 비오톱의 

최근 10년간 

변화를 바탕으로 

산정(2010~2020)

Ÿ 최근 10년간 감소한 산림지 

비오톱 면적을 개발로 인한 

감소로 추정함

산림 내 시설물
Ÿ 소규모 

체육시설

Ÿ 산림 내부 또는 

산림 인접부의 

소규모 체육시설 

분석

Ÿ 산림의 기능적 측면이 

감소하고, 전문가 설문에서 

산림 훼손의 원인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 현황 검토

[표 4-15] 산림 훼손 유형별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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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 훼손지 유형별 공간 특성

(1) 산불발생지, 임목훼손지, 병해충 수목고사, 자연재해 피해지

산불발생지, 임목훼손지, 병해충 수목고사, 자연재해 피해지로 추정되는 훼손지는 약 

191.6ha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0.32%에 해당한다. 해당 유형은 

산림 인접부에서 주로 확인되며, 훼손의 약 46.9%가 서초구(13.5%), 마포구(11.9%), 

송파구(11.1%), 강남구(10.4%)에 분포한다.

[그림 4-22] 자연재해, 임목훼손, 수목고사 등으로 인한 산림 훼손지

자치구 면적 자치구 면적 자치구 면적 자치구 면적 자치구 면적

강남구 19.84 광진구 7.79 동대문구 1.26 성동구 6.06 용산구 0.62

강동구 7.94 구로구 5.98 동작구 10.38 성북구 1.87 은평구 4.4

강북구 0.38 금천구 2.34 마포구 22.89 송파구 21.36 종로구 4.65

강서구 7.19 노원구 10.72 서대문구 1.26 양천구 4.34 중구 0.06

관악구 11.79 도봉구 1.55 서초구 25.83 영등포구 0.45 중랑구 10.68 

합계 191.62

[표 4-16] 구별 자연재해, 임목훼손, 수목고사 등으로 인한 산림 훼손지 면적
(단위: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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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대지 및 개활지

산림 훼손에 의한 나대지 및 개활지 면적은 약 54.9ha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0.09%로 나타났다. 해당 유형은 주로 산림 인접부에서 확인되며, 훼손의 약 37.0%가 

서초구(14.9%), 구로구(12.1%), 은평구(10.0%)에 분포한다. 

[그림 4-23] 산림 훼손에 의한 나대지 및 개활지

자치구 면적 자치구 면적 자치구 면적 자치구 면적 자치구 면적

강남구 0.72 광진구 0.23 동대문구 0.47 성동구 0.87 용산구 0.54

강동구 1.79 구로구 6.66 동작구 1.04 성북구 3.68 은평구 5.49

강북구 2.09 금천구 1.36 마포구 0.15 송파구 0.31 종로구 2.92

강서구 4.96 노원구 4.06 서대문구 1.7 양천구 1.68 중구 0.16

관악구 2.79 도봉구 1.59 서초구 8.17 영등포구 - 중랑구 1.48

합계 54.90

[표 4-17] 구별 산림 훼손에 의한 나대지 및 개활지 면적
(단위: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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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 내 경작지

산림 내 경작으로 인한 추정 산림 훼손 면적은 약 786.5ha로 서울시 면적의 1.29%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의 약 32.8%가 서초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

로 강남구, 강동구에서 산림 내 경작으로 인한 훼손 면적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산림 내 경작지 분석 시 논, 밭, 과수원, 시설물이 있는 경작지와 묘포장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무단 경작지 이외에도 도시농업지 등 합법적인 경작지가 훼손 면적

에 포함되어 훼손 면적이 과다 산정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무단 경작 행위로 

인한 훼손 면적은 분석된 면적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24] 산림 내 경작으로 인한 산림 훼손지

자치구 면적 자치구 면적 자치구 면적 자치구 면적 자치구 면적

강남구 103.36 광진구 2.02 동대문구 0.94 성동구 2.11 용산구 0.38

강동구 81.05 구로구 43.51 동작구 2.93 성북구 6.49 은평구 56.87

강북구 10.06 금천구 2.54 마포구 0.82 송파구 26.07 종로구 8.4

강서구 44.81 노원구 35.48 서대문구 4.86 양천구 15.45 중구 -

관악구 19.02 도봉구 35.21 서초구 258.28 영등포구 - 중랑구 25.8

합계 786.48 

[표 4-18] 산림 내 경작으로 인한 산림 훼손지 면적
(단위: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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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건적치 및 방치

산림 내부 및 인접지역의 물건적치 및 방치로 인한 산림 훼손지 추정면적은 약 

16.2ha로 서울시 면적의 0.03%에 해당한다. 훼손의 약 41.4%가 강서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관악구(27.3%), 서초구(13.7%)가 훼손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5] 물건적치 및 방치로 인한 훼손지

자치구 면적 자치구 면적 자치구 면적 자치구 면적 자치구 면적

강남구 - 광진구 - 동대문구 0.26 성동구 - 용산구 -

강동구 - 구로구 0.51 동작구 - 성북구 0.1 은평구 0.12

강북구 - 금천구 - 마포구 - 송파구 - 종로구 0.24

강서구 6.72 노원구 - 서대문구 0.65 양천구 0.06 중구 -

관악구 4.41 도봉구 0.61 서초구 2.23 영등포구 - 중랑구 0.34

합계 16.24

[표 4-19] 구별 물건적치 및 방치로 인한 훼손지 면적
(단위: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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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 면적은 2010년, 2015년, 2020년까지의 산림지 비오톱 

면적 변화를 통해 감소된 산림 면적으로 추정하였다. 산림지 비오톱 면적은 2010년

에 13,603ha, 2015년 12.909ha, 2020년에 12,859ha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서울시 면적 비율로 보면 2010년 대비 2015년에는 1.15% 감소하고, 2015년 대비 

2020년에 약 0.08%가 감소하여 최근 10년간 총 서울시 면적 대비 1.22%의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오톱 유형

2010년 2015년 2020년 10~15 15~20

면적(ha)
면적
비율
(%)

면적(ha)
면적
비율
(%)

면적(ha)
면적
비율
(%)

면적비율
증감(%)

인공조림지로서
 외래종 

낙엽활엽수림
4,017.06 6.60 3,615.80 5.94 3,586.79 5.89 -0.66 ▽ -0.05 ▽

인공조림지로서
외래종 침엽수림

1,685.64 2.77 1,619.66 2.66 1,610.85 2.65 -0.11 ▽ -0.01 ▽

자연림으로서 
소나무림

1,951.76 3.21 1,891.64 3.11 1,888.80 3.10 -0.10 ▽ -0.00 ▽

자연림으로서
참나무림

5,568.51 9.15 5,400.38 8.87 5,385.31 8.85 -0.28 ▽ -0.02 ▽

자연림으로서 
건조지성 

낙엽활엽수림
189.58 0.31 181.29 0.30 180.89 0.30 -0.01 ▽ -0.00 ▽

자연림으로서 
습윤지성 

낙엽활엽수림
65.57 0.11 63.49 0.10 62.71 0.10 -0.00 ▽ -0.00 ▽

암석노출지 124.04 0.20 124.32 0.20 124.14 0.20 0.00 - -0.00 ▽

기타조림지 0.90 0.00 13.28 0.02 19.69 0.03 0.02 ▲ 0.01 ▲

산림지 비오톱
합계

13,603.06 22.36 12,909.85 21.21 12,859.18 21.13 -1.15 ▽ -0.08 ▽

서울시 60,831.9 100.0 60,866.1 100.0 60,867.6 100.0 　 　 　

주: 면적비율은 서울시 면적대비 비율을 산정한 값임

[표 4-20] 산림지 비오톱 면적 변화(20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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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지 비오톱 중에서도 인공조림지로서 외래종 낙엽활엽수림이 2010년 대비 2020

년에 약 430.3ha가 감소하여 가장 많은 감소량을 보였고, 뒤이어 자연림으로서 참나

무림(183.2ha), 인공조림지로서 외래종 침엽수림(74.8ha), 자연림으로서 소나무림

(63.0ha)의 감소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조림지로서 외래종 낙엽활엽수림의 

10년간 감소량은 서울시 면적 대비 약 0.71%에 해당하며, 자연림으로서 참나무림은 

약 0.27%에 해당한다.

[그림 4-26] 산림지 비오톱 변화(2010~2020)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구별 산림지 비오톱 면적 변화를 살펴보면36), 

서초구에서 97.5ha로 가장 많은 감소 면적을 보였고, 뒤이어 종로구 64.5ha, 강동구 

55.9ha. 은평구 54.9ha, 노원구 54.4ha 등의 순서로 산림지 비오톱 면적이 감소하

였다. 산림지 비오톱 유형 중 가장 많이 감소한 유형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인공조림

지로서 외래종 낙엽활엽수림으로 나타났으며, 서초구는 자연림으로서 참나무림이 가

장 많이 감소한 산림지 비오톱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서대문구에서는 자연

림으로서 소나무림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림지 비오톱 유형으로 나타났다.

36) 산림지 비오톱 면적 변화 원인은 개발사업, 경작 등 다양하며 각 유형별 변화는 일부 정밀조사에 의한 비오톱 
경계 조정 등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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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10년간 산림지 비오톱 변화 면적(ha) 가장 많이 감소한 산림지 비오톱

2010~2020 면적비율(%)* 비오톱 유형** 감소면적(ha)

강남구 -11.1 0.02 H1 -6.05

강동구 -55.9 0.09 H1 -32.86

강북구 -38.7 0.06 H1 -18.64

강서구 -20.6 0.03 H1 -14.53

관악구 -41.3 0.07 H1 -28.96

광진구 -19.5 0.03 H1 -8.83

구로구 -38.8 0.06 H1 -24.45

금천구 -2.6 0.00 H1 -6.09

노원구 -54.4 0.09 H1 -28.34

도봉구 -30.4 0.05 H1 -15.50

동대문구 -8.0 0.01 H1 -5.52

동작구 -15.0 0.02 H1 -10.21

마포구 -6.1 0.01 H1 -3.77

서대문구 -47.9 0.08 H3 -26.20

서초구 -97.5 0.16 H4 -42.32

성동구 -3.1 0.01 H1 -3.53

성북구 -36.3 0.06 H1 -28.21

송파구 -6.7 0.01 H1 -4.27

양천구 -17.3 0.03 H1 -13.59

영등포구 0.2 0.00 - -

용산구 -8.8 0.01 H1 -8.07

은평구 -54.9 0.09 H1 -44.57

종로구 -64.5 0.11 H1 -28.58

중구 -11.8 0.02 H1 -7.77

중랑구 -52.9 0.09 H1 -30.35

총합계 -743.9 1.22

* 10년간 변화 면적비율은 서울시 면적대비 비율을 산정한 값임

** H1: 인공조림지로서 외래종 낙엽활엽수림, H3: 자연림으로서 소나무림, H4: 자연림으로서 
참나무림

[표 4-21] 구별 산림지 비오톱 면적 변화(20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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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림 내 시설물

산림 내부 또는 인접부에 위치한 소규모 체육시설 면적은 약 81.3ha로 서울시 면적 

대비 약 0.13%에 해당한다. 성북구(11.3%)와 동작구(10.3%)에서 상대적으로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7] 산림 내 시설물에 의한 훼손지

자치구 면적 자치구 면적 자치구 면적 자치구 면적 자치구 면적

강남구 2.64 광진구 1.21 동대문구 1.75 성동구 1.25 용산구 1.34

강동구 5.29 구로구 5.88 동작구 8.37 성북구 9.22 은평구 2.28

강북구 4.27 금천구 0.32 마포구 0.37 송파구 3.95 종로구 1.53

강서구 4.24 노원구 3.61 서대문구 2.58 양천구 2.29 중구 1.27

관악구 5.33 도봉구 3.89 서초구 4.03 영등포구 - 중랑구 4.39

합계 81.32

[표 4-22] 구별 산림 내 시설물 면적
(단위: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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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산림 훼손지 공간분석 종합

서울시 전체 산림 훼손지 면적은 총 1,049.2ha로 추정37)되며, 이는 서울시 전체 면

적 대비 약 1.73%에 해당한다. 산림 훼손 유형별 위치는 재해, 임목훼손 등으로 인한 

산림 훼손지, 나대지 및 개활지, 산림 내 경작지, 물건적치 및 방치 유형 모두 주로 

산림 인접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 유형별로 보면 산림 내 경작으로 인한 훼손이 전체 훼손 면적의 약 75%로 나타

나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해, 수목고사, 임목훼손 등으로 인한 훼손이 전체 

면적의 18.3%를 차지한다.

구별로 보면 훼손 면적이 가장 큰 상위 5개구는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은평구, 강서

구로 나타난다.

[그림 4-28] 서울시 유형별 산림 훼손지 분포

37) 산림 내 시설물 면적과 최근 10년간 산림지 비오톱 감소면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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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림
훼손지
(재해, 

고사 등)

나대지
및 

개활지

산림 내
경작지

물건적치
및 방치

계
산림 내 
시설물

최근 
10년간
산림지 
비오톱

감소면적

강남구 19.84 0.72 103.36 0.00 123.92 2.64 11.14

강동구 7.94 1.79 81.05 0.00 90.78 5.29 55.87

강북구 0.38 2.09 10.06 0.00 12.53 4.27 38.70

강서구 7.19 4.96 44.81 6.72 63.68 4.24 20.60

관악구 11.79 2.79 19.02 4.41 38.01 5.33 41.25

광진구 7.79 0.23 2.02 0.00 10.04 1.21 19.50

구로구 5.98 6.66 43.51 0.51 56.66 5.88 38.78

금천구 2.34 1.36 2.54 0.00 6.24 0.32 2.61

노원구 10.72 4.06 35.48 0.00 50.25 3.61 54.42

도봉구 1.55 1.59 35.21 0.61 38.97 3.89 30.42

동대문구 1.26 0.47 0.94 0.26 2.94 1.75 7.96

동작구 10.38 1.04 2.93 0.00 14.35 8.37 14.96

마포구 22.89 0.15 0.82 0.00 23.86 0.37 6.13

서대문구 1.26 1.70 4.86 0.65 8.48 2.58 47.95

서초구 25.83 8.17 258.28 2.23 294.52 4.03 97.46

성동구 6.06 0.87 2.11 0.00 9.04 1.25 3.12

성북구 1.87 3.68 6.49 0.10 12.15 9.22 36.34

송파구 21.36 0.31 26.07 0.00 47.74 3.95 6.72

양천구 4.34 1.68 15.45 0.06 21.52 2.29 17.27

영등포구 0.45 0.00 0.00 0.00 0.45 0.00 -0.17

용산구 0.62 0.54 0.38 0.00 1.54 1.34 8.76

은평구 4.40 5.49 56.87 0.12 66.87 2.28 54.87

종로구 4.65 2.92 8.40 0.24 16.21 1.53 64.50

중구 0.06 0.16 0.00 0.00 0.22 1.27 11.83

중랑구 10.68 1.48 25.80 0.34 38.30 4.39 52.90

총합계 191.62 54.90 786.48 16.24 1,049.2 81.32 743.89

서울시 
면적비

0.32% 0.09% 1.29% 0.03% 1.73% 0.13% 1.22%

[표 4-23] 구별 산림 훼손지 면적 종합
(단위: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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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훼손지 복원 및 관리방안

1_복원 우선순위 도출

1) 복원 우선순위 도출 체계

복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산림 훼손지를 도출하기 위해38) 자치구 산림 및 녹지 분

석, 훼손지 소유관계 분석, 훼손지 위치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치구 산림 및 녹지 분

석은 25개 자치구별 산림지 비오톱과 조경녹지 비오톱 면적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녹지 면적이 작은 자치구를 복원의 우선 대상으로 보았다. 훼손지 소유관계 분석은 

서울시 산림 훼손지의 소유관계(국·공유지, 사유지) 분석으로 국·공유지를 복원의 우

선 대상으로 한다. 훼손지 위치 분석은 훼손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접근성

이 높은 산림 인접부에 위치한 훼손지를 도출하였다. 종합하면 녹지 면적이 상대적으

로 작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국·공유지이고 산림 인접부에 위치한 훼손지를 복원 우선

순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5-1] 복원 우선순위 도출 체계

38) 복원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을 수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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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원 우선순위 도출 결과

(1) 자치구별 산림 및 녹지 분석

25개 자치구별 산림지 비오톱 및 조경녹지 비오톱 분석 결과, 면적 대비 산림 및 조경

녹지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은평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치구는 조경녹지 비오톱 대비 산림지 비오톱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다.

서울시 및 자치구 대비 상대적으로 산림 및 조경녹지 면적 비율이 낮은 자치구는 영

등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대문구로 분석되었다.

[그림 5-2] 서울시 산림 및 조경녹지 분포(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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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산림 비오톱 

면적(ha)
조경녹지 비오톱 

면적(ha)
면적 합계

(ha)
자치구 면적 

대비 비율(%)
서울시 면적 

대비 비율(%)

강남구 610.4 186.8 797.2 20.08 1.31
강동구 228.2 116.5 344.7 13.66 0.57
강북구 1,290.1 64.2 1,354.2 56.86 2.22
강서구 277.1 219.3 496.4 11.80 0.82
관악구 1,389.00 92.4 1,481.5 49.44 2.43
광진구 243.4 105.2 348.6 19.49 0.57
구로구 288.9 86.9 375.8 18.70 0.62
금천구 257.3 32.3 289.6 22.37 0.48
노원구 1,423.9 196.2 1,620.0 45.31 2.66
도봉구 896.2 83.3 979.5 47.14 1.61

동대문구 79.6 56.6 136.2 9.33 0.22
동작구 226.1 156 382.2 23.22 0.63
마포구 161.9 188.1 350 14.91 0.58

서대문구 507.3 78.5 585.8 32.87 0.96
서초구 1,402.0 241 1,643.00 34.99 2.70
성동구 45.2 98.9 144.1 8.78 0.24
성북구 761.7 78.8 840.4 33.79 1.38
송파구 104.6 218.7 323.3 9.76 0.53
양천구 164.2 94.9 259.1 14.92 0.43

영등포구 15.6 111.5 127.1 5.16 0.21
용산구 126.9 74.8 201.7 9.18 0.33
은평구 1,394.5 65 1,459.50 46.58 2.40
종로구 965.9 155.7 1,121.60 48.51 1.84
중구 99.7 71.2 170.9 17.12 0.28

중랑구 327.3 164.5 491.7 26.87 0.81
총합계 13,286.9 3,037.3 16,324.2 - 26.82

주: 1. 산림지 및 조경녹지 면적 합계를 바탕으로 비율 산정

   2. 제4장 3절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 분석시 산림지 비오톱은 일부 유형을 제외한 면적으로 
총면적에 차이가 있음

[표 5-1] 구별 산림 및 녹지 분석 결과

(2) 훼손지 소유관계 분석

훼손지 소유관계 분석은 서울시 산림 훼손지와 서울시 내 국유지와 시유지 분포를 중

첩하여 분석하였다. 서울시 소유관계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20년 12월 기준 토지

대장으로 개인이나 법인 소유의 토지 및 군유지는 제외하였으며, 국가나 시에서 소유

하고 있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산림 훼손지와 국유지 및 시유지 중첩 분석 시, 

지도 작성 방법이나 필지 차이 등에 의한 단순 경계선 겹침 등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

해 국유지 또는 시유지와 산림 훼손지 필지의 중심점이 명확히 포함되는 경우를 추출

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 결과에는 산림 훼손지 중 국유지 또는 시유지에 일

부 또는 전부 중첩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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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서울시 국유지, 시도유지와 산림 훼손지 분포 예시

분석 결과, 강남, 마포, 서초, 송파에서 국유지 또는 시유지와 중첩되는 훼손지 면적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서초구는 시 외곽에서 국유지 또는 시유지 내 산림 

내 경작으로 인한 훼손지 면적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서울시 국유지, 시유지 내 산림 훼손지 분포

주: 구별 지도는 녹지 면적을 표현한 것으로 색이 진할수록 녹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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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림 훼손지

(재해, 고사 등)
나대지

및 개활지
산림 내
경작지

물건적치
및 방치

계

강남구 4.95 0.36 8.00 0.00 13.32

강동구 0.81 0.26 6.79 0.00 7.87

강북구 0.17 0.48 2.09 0.00 2.73

강서구 3.83 1.19 3.09 0.33 8.45

관악구 5.39 0.38 4.69 0.75 11.21

광진구 1.88 0.04 0.16 0.00 2.08

구로구 0.45 1.46 4.96 0.00 6.87

금천구 0.41 0.75 0.52 0.00 1.68

노원구 4.26 2.17 6.73 0.00 13.17

도봉구 0.69 0.60 3.77 0.01 5.08

동대문구 0.43 0.18 0.00 0.26 0.88

동작구 3.89 0.84 1.05 0.00 5.77

마포구 16.84 0.05 0.00 0.00 16.89

서대문구 0.47 0.13 1.21 0.65 2.46

서초구 7.20 2.37 41.59 0.00 51.15

성동구 5.66 0.76 0.27 0.00 6.68

성북구 0.88 0.70 2.12 0.00 3.70

송파구 19.35 0.21 2.07 0.00 21.63

양천구 1.82 1.10 2.34 0.00 5.27

영등포구 0.24 0.00 0.00 0.00 0.24

용산구 0.57 0.29 0.38 0.00 1.23

은평구 0.59 0.68 3.47 0.00 4.75

종로구 3.56 0.29 0.09 0.00 3.95

중구 0.06 0.16 0.00 0.00 0.22

중랑구 1.55 0.63 2.10 0.13 4.41

총합계 85.98 16.09 97.48 2.14 201.69

[표 5-2] 서울시 국유지, 시도유지 내 산림 훼손지 면적
(단위: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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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훼손지 위치 분석

훼손지가 산림 인접부에 위치할수록 시민 접근성이 용이하나 개발압력이 크기 때문에 

산림 훼손지 범위가 확장되고 형질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산림지 비오톱을 

경계로 하여 내부 및 인접부 각각 50m 이내(총 100m)에 위치한 훼손지를 분석하였

다39). 분석 결과, 서울시 내 훼손지 2,102개소 중 2,068개소가 산림 경계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하여 거의 모든 훼손지가 산림 인접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5-5] 산림 인접부에 위치한 훼손지

주: 구별 지도는 녹지 면적을 표현한 것으로 색이 진할수록 녹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큼

39) 훼손지 일부가 분석범위에 중첩되는 경우도 포함



94

05

훼
손
지
 복
원
 및
 관
리
방
안

구분
산림 훼손지

(재해, 고사 등)
나대지

및 개활지
산림 내
경작지

물건적치
및 방치

계

강남구 19.84 0.72 101.54 0.00 122.11

강동구 7.94 1.79 81.01 0.00 90.74

강북구 0.38 2.09 10.00 0.00 12.47

강서구 7.19 2.74 25.45 4.83 40.20

관악구 11.79 2.79 18.79 4.41 37.78

광진구 7.79 0.23 2.02 0.00 10.04

구로구 5.98 6.66 43.40 0.51 56.55

금천구 2.34 1.36 2.54 0.00 6.24

노원구 10.72 4.06 35.48 0.00 50.25

도봉구 1.55 1.59 35.21 0.61 38.97

동대문구 1.26 0.35 0.94 0.26 2.82

동작구 10.26 1.04 2.93 0.00 14.23

마포구 22.89 0.15 0.82 0.00 23.86

서대문구 1.26 1.70 4.86 0.65 8.48

서초구 25.83 7.50 257.20 2.23 292.75

성동구 6.06 0.87 1.97 0.00 8.90

성북구 1.87 3.68 6.49 0.10 12.15

송파구 21.36 0.31 13.96 0.00 35.63

양천구 4.34 1.68 15.45 0.06 21.52

영등포구 0.45 0.00 0.00 0.00 0.45

용산구 0.62 0.54 0.38 0.00 1.54

은평구 4.40 5.49 56.87 0.12 66.87

종로구 4.65 2.63 8.40 0.24 15.92

중구 0.06 0.16 0.00 0.00 0.22

중랑구 10.68 1.48 25.41 0.21 37.78

총합계 191.51 51.60 751.13 14.21 1,008.45

[표 5-3] 산림 경계 100m 이내 위치한 훼손지 면적
(단위: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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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원 우선순위 훼손지 종합

산림 경계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하면서 국유지 또는 시유지에 해당하는 산림 훼손

지를 복원 우선순위 대상지로 도출하였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훼손지 면적이 가장 

큰 자치구는 서초구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송파구, 마포구, 강남구, 노원구가 복원 우

선순위 대상 훼손지 면적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서초구, 노원구 등은 산림녹

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 중에서도 송파구, 마포구의 산림 인접부에 위치한 

시유지 또는 국·공유지 내 산림 훼손지를 우선적인 산림 복원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림 5-6] 산림 인접부에 위치한 국유지 및 시유지 내 훼손지

주: 구별 지도는 녹지 면적을 표현한 것으로 색이 진할수록 녹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큼



96

05

훼
손
지
 복
원
 및
 관
리
방
안

구분
산림 훼손지

(재해, 고사 등)
나대지

및 개활지
산림 내
경작지

물건적치
및 방치

계

강남구 4.95 0.36 8.00 0.00 13.32

강동구 0.81 0.26 6.79 0.00 7.87

강북구 0.17 0.48 2.09 0.00 2.73

강서구 3.83 1.19 3.09 0.33 8.45

관악구 5.39 0.38 4.47 0.75 10.98

광진구 1.88 0.04 0.16 0.00 2.08

구로구 0.45 1.46 4.96 0.00 6.87

금천구 0.41 0.75 0.52 0.00 1.68

노원구 4.26 2.17 6.73 0.00 13.17

도봉구 0.69 0.60 3.77 0.01 5.08

동대문구 0.43 0.18 0.00 0.26 0.88

동작구 3.89 0.84 1.05 0.00 5.77

마포구 16.84 0.05 0.00 0.00 16.89

서대문구 0.47 0.13 1.21 0.65 2.46

서초구 7.20 2.08 41.59 0.00 50.87

성동구 5.66 0.76 0.13 0.00 6.54

성북구 0.88 0.70 2.12 0.00 3.70

송파구 19.35 0.21 2.07 0.00 21.63

양천구 1.82 1.10 2.34 0.00 5.27

영등포구 0.24 0.00 0.00 0.00 0.24

용산구 0.57 0.29 0.38 0.00 1.23

은평구 0.59 0.68 3.47 0.00 4.75

종로구 3.56 0.00 0.09 0.00 3.66

중구 0.06 0.16 0.00 0.00 0.22

중랑구 1.55 0.63 2.10 0.00 4.28

총합계 85.98 15.51 97.12 2.01 200.62

[표 5-4] 산림 경계 100m 이내 위치한 국유지 및 시유지 훼손지 면적
(단위: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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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훼손지 복원 및 관리 가이드라인

1)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서울시 산림 훼손지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 효율적 복원 방법을 제공하고자 훼손

지 복원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산림청, 환경부 등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침을 참고하였으며, 관련 선행연구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복원

방법 작성 시에는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서울시의 산림 훼손지 복

원 및 관리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서울시 산림 훼손지 복원 및 관

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작성하였다.

기존 관련 지침을 검토한 결과는 [표 5-5]와 같다. 산림청의 백두대간 훼손지 산림경

관 복원 가이드라인과 산림복원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산림복원 업무처

리지침은 ’19년 12월에 개정되어 산림 복원의 정의와 대상, 방법을 구체화하여 제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자연환

경복원사업이나 도시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한 연구40)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기존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 가이드라인을 일부 참조하였다. 국토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에 대해 

사업시행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훼손

지에 도시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정비방법을 제시한 것으로써 훼손지 선정이나 범위 

설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과 동시에 복원 방식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훼손지 판단이나 정비 방법에 대해 일부 

검토하였다.

서울시의 산림 관리는 산림청의 자료를 활용하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훼손지 관리 및 복원과 관련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

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훼손지 유형 정립과 이를 고려한 훼손지 

복원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0) 환경부, 2018, 도시생태복원사업 시행지침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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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행처 주요내용 검토결과

백두대간 
훼손지

산림경관
복원 

가이드라인

산림청
(’16.12)

Ÿ 훼손지 복원사업 단계별 절차 및 

점검사항 가이드라인

Ÿ 대상지 평가, 설계, 계획수립, 사업 

시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별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을 질답 

형식으로 정리

Ÿ 복원사업의 대상, 복원 수혜자 

등에 따라 사업 단계별로 

고려해야 될 사항을 단계적 

질답형식으로 제작하여 

복원사업 진행 시 참고 용이

산림복원
업무처리

지침

산림청
(’19.12)

Ÿ 산림복원개념, 대상지, 유형 재설정

Ÿ 산림복원사업의 실태조사, 평가, 

시행, 사후 모니터링까지 

업무처리절차 제시

Ÿ 복원사업 시행 시 적용해야 할 

산림복원설계 기술을 

제시하고 있으나 내용이 

포괄적임

Ÿ 훼손지 특성별 복원 가이드는 

없음

생태복원
사업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환경부
(’17.01)

Ÿ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과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법 안내

Ÿ 지자체는 반환사업이 완료된 

대상지 대해 유지관리를 해야 

하므로 해당 가이드라인 참조

개발제한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국토부
(’16.06)

Ÿ 그린벨트 내 훼손지에 도시공원 

조성 및 녹지확보를 위한 정비 

가이드라인 제시

Ÿ 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며, 훼손지에 대한 상세 복원 

방안 없음

[표 5-5] 산림·생태 복원 관련 기존 지침 및 가이드라인 검토 결과

2)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내용

‘서울시 훼손지 복원 및 관리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산림 훼손 유형, 서울시 산림 훼

손 유형별 특성, 복원 방향, 복원 방법의 4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5-7]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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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산림 훼손 유형 및 특성

산림 내 경작지
➊ 유형설명 Ÿ 산림 또는 산림을 포함한 지역에 걸쳐 경작행위를 함으로써 수목 벌채, 

지형 변경 등 산림 훼손 발생
➋ 유형특성 Ÿ 서울시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산림 훼손 유형

Ÿ 서울의 산림은 주거지와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고, 사유지인  

경우 경작지로 이용하여 훼손 유형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

Ÿ 경작뿐만 아니라 물건적치, 펜스 설치, 불법 건축물 설치 등과 같은 산림 

훼손 행위를 동반하여 주변부 입목 등 산림 훼손에 영향

Ÿ 산림 내부, 산림 인접부에서 모두 나타나는 유형으로 훼손 면적이 다양함
➌ 훼손사례

[그림 5-8] 산림 내 경작지 유형 특성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
➊ 유형설명 Ÿ 산림 또는 산림을 포함한 지역이 개발사업대상지로 지정되어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되거나 토지 형질변경 발생

➋ 유형특성 Ÿ 주로 산림 인접부에서 발생하며, 대규모 산림 면적의 손실 야기

Ÿ 개발사업 시 부지 내 산림을 포함하게 되면 해당 지역이 완전 소실되거나 

개발사업 부지 내 공원 또는 조경수목식재지로 조성

Ÿ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한 산림 훼손 원인임

➌ 훼손사례 Ÿ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서울시 산림 면적은 2010년 대비 2020년에 

약 743ha가 감소(서울시 전체 면적의 1.22%에 해당)

[그림 5-9]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 유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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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적치 및 방치
➊ 유형설명 Ÿ 산림 또는 산림을 포함한 지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오랜시간 방치하는 

등의 행위로 수목 또는 초본식생의 훼손이 발생

➋ 유형특성 Ÿ 산림 내 물건적치 및 방치로 산림 내·외부에서 다양한 규모로 발생

Ÿ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산림 내 경작, 개발사업 등의 훼손 행위와 

동반하여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Ÿ 야적장 이용 시 주변까지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하여 주변 산림 훼손이 

발생하거나, 관리 미흡으로 인한 방치로 훼손 발생

➌ 훼손사례

공원조성예정지의 관리미흡으로 인한 물건적치 및 방치(우면산)

[그림 5-10] 물건적치 및 방치 유형 특성

입목훼손지
➊ 유형설명 Ÿ 자연재해, 병해충 등 자연적 원인 또는 경작지 조성 등 인위적 원인에 

의한 입목훼손이 발생

➋ 유형특성 Ÿ 다양한 원인에 의해 입목이 훼손된 후 입목훼손 상태로 방치된 지역을 

말함

Ÿ 등산로, 산책로 등 시민 이용이 잦은 산림지역에서 주로 확인

Ÿ 개인 사유지에서 인위적인 고사 등 입목훼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Ÿ 주로 입목훼손된 후 방치
➌ 훼손사례

산림 인접부 및 등산로 입목훼손(우면산, 초안산) 

[그림 5-11] 입목훼손지 유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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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및 개활지
➊ 유형설명 Ÿ 수목고사, 자연재해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훼손에 의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거나 입목이 없는 개활지

➋ 유형특성 Ÿ 산림 내부 또는 인접부에 소규모로 흩어져서 분포

Ÿ 훼손 후 방치되어 산림 파편화 및 단절이 발생한 지역

Ÿ 식생 소실

➌ 훼손사례

나대지 방치로 인한 초본식생 훼손(봉제산) 및 개활지(안산)

[그림 5-12] 나대지 및 개활지 유형 특성

병해충 수목고사지
➊ 유형설명 Ÿ 병해충으로 인해 수목이 고사한 지역

➋ 유형특성 Ÿ 산림 병해충으로 인한 고사, 열에 의한 생육 지장, 영양장해 등이 

발생하며, 외래해충의 침입 등으로 수목고사 발생

Ÿ 도시 내 해충의 돌발 대발생 시 산림 훼손 이외에도 시민 불편 야기

Ÿ 소규모 병해충으로 인한 일부 입목훼손 시 관리를 통해 훼손된 수목이 

정리된 후 초본식생이 분포

➌ 훼손사례 Ÿ 2019~2020년에 매미나방 대발생으로 전국 6,183ha 산림 피해

병해충 수목고사지(봉제산, 매봉재산)

[그림 5-13] 병해충 수목고사지 유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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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지
➊ 유형설명 Ÿ 산불로 인해 수목이 고사한 지역

➋ 유형특성 Ÿ 산불은 산림이나 산림 인접부 지역에서 인위적·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의한 것으로 봄에 집중되며, 인위적 원인은 입산자 실화, 소각행위 등 

부주의에서 비롯

Ÿ 식생 소실로 토양침식 및 유출 동반, 산림생태계 교란까지 초래

➌ 훼손사례 Ÿ 2020. 3. 19. 노원구 수락산 산불발생 660㎡ 소실

Ÿ 2020. 10. 30. 은평구 북한산 산불발생 8,000㎡ 이상 소실

Ÿ 2021. 3. 18. 서초구 우면산 산불발생 900㎡ 소실

은평구 북한산 산불발생(’20년 10월)

자료: 연합뉴스(2020.10.30.)

 

[그림 5-14] 산불 발생지 유형 특성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지
➊ 유형설명 Ÿ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수목이 고사한 지역

➋ 유형특성 Ÿ 풍수해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수목고사지는 피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수목 보식 등 사업 시행 필요

Ÿ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2차적인 재해(산사태 등) 발생 시 도시 특성상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➌ 훼손사례 Ÿ 2011.7.27. 우면산 산사태 

사방사업 실시지역(우면산)

[그림 5-15]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지 유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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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원의 기본원칙 및 방향 설정

(1) 복원의 기본원칙 및 방향

산림 훼손지 복원 방향은 1) 자연성을 고려한 산림 복원과 2) 활용적 측면을 고려한 

공원녹지 조성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41)

자연성을 고려한 산림 복원은 산림 본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지역을 훼손 이

전의 자연환경으로 복원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연성을 고려

한 산림 복원은 훼손지 주변이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로 산림내부에 위치하며, 

산림 인접부에 위치하더라도 자연림이 우점하고 산림 이용인구가 적은 훼손지를 대상

지로 한다. 

활용적 측면을 고려한 공원녹지 조성은 주변 산림과의 연계와 기능 회복을 최대한 고

려하되, 시민의 정서함양과 커뮤니티 기능이 발휘되도록 공원녹지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공원녹지 조성은 시가화 지역과 인접한 산림으로 인공림, 혼효림이 우점하는 

훼손지이며, 산림 원형 복원 대비 시민이용적 측면의 이익이 상당하여 생태공원 등으

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주변 공원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시민이용도가 높

아 문화서비스 증진이 기대되는 훼손지 등이 대상이 된다. 

산림 훼손지 복원 시 산림 인접부에 위치한 국유지와 시유지를 우선적인 복원 대상으

로 하며, 훼손지 주변이 산림으로 둘러싸인 지역은 자연림, 인공림과 관계없이 공원 

조성 대상지로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비오톱 1등급지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위치나 대상지 조건에 관계없이 공원 조성 대상지로서 고려하지 않는다.

41) 자문의견 및 전문가 설문조사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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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개념
Ÿ 산림 본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지역을 훼손 이전의 자연환경으로 

복원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

대상지 조건
Ÿ 훼손지 주변이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산림 내부에 위치한 경우)

Ÿ 산림 인접부에 위치하더라도 자연림이 우점하고 산림 이용 인구가 적은 훼손지

대상지 예시

Ÿ 경사도가 큰 산림 

내부에 위치

Ÿ 산림 위요지역으로 

접근성이 떨어짐 

(등산로 미연결)

Ÿ 주변에 자연림 우점

Ÿ 국유지 일부 중첩

고려사항
Ÿ 산림 훼손지 중 산림 인접부에 위치한 국유지 또는 시유지를 우선적인 복원 

대상으로 설정함

[표 5-6] 자연성을 고려한 산림 복원 대상지 조건 및 예시

구분 내용

개념
Ÿ 주변 산림과의 연계와 기능 회복을 최대한 고려하되, 시민의 정서함양과 

커뮤니티 기능이 발휘되도록 공원녹지로 복원하는 것

대상지 조건

Ÿ 시가화지역에 인접하며 인공림, 혼효림이 우점하는 훼손지

Ÿ 산림 원형 복원 대비 시민이용적 측면의 이익이 상당하여 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주변에 공원이 있어 연계가 가능한 경우

Ÿ 시민이용도가 높아 문화서비스 증진이 기대되는 훼손지

대상지 예시

Ÿ 주거단지 주변에 

위치하며 경작지로 

이용 또는 훼손으로 

일부 개활지 상태

Ÿ 주변 조경녹지와 

근접

Ÿ 국유지 중첩

고려사항

Ÿ 훼손지 주변이 산림으로 둘러싸인 지역은 자연림, 인공림과 관계없이 공원 조성 

대상지로서 고려하지 않음

Ÿ 비오톱 1등급지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훼손은 공원 조성 대상지로서 고려하지 

않음

Ÿ 산림 훼손지 중 산림 인접부에 위치한 국유지 또는 시유지를 우선적인 복원 

대상으로 설정함

[표 5-7] 활용적 측면을 고려한 공원녹지 조성 대상지 조건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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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지 조성 방안

도시 내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산림 훼손이 발생하였으나 사업대상지 내 대체지 조성

이 어려운 경우, 사업지구 외부에 대체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전문가

의 61%가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한 훼손 유형과 원인이 개발사업으로 인한 훼손이라

고 응답하였으며, 최근 10년간 개발사업으로 인한 산림지 감소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22%로 나타나 산림의 양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사업대상지 내 

대체지 조성이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대체지 조성의 원칙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송인주 외(2015)는 개발사업에 따른 대체지 조성 방안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대체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지 조성 시 토지

이용이 어려운 사면녹화, 경사면, 암반지에 대체지 조성에 대해서는 대체지 면적 산정 

시 해당지점의 일부만 포함하거나(38%),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38%) 응답

하였으며, 대체지 조성 면적에 대해서는 훼손 면적의 2배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인원

이 35%로 가장 많았다. 근소한 차이로 훼손지 면적과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34%

로 나타났다. 대체지 조성의 공간적 범위에서 대체지 조성이 사업지구 내로 한정되어

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쳤다.

[그림 5-16] 대체지 조성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자료: 송인주·윤성경, 2015, 도시생태현황도 활용한 친환경적 도시관리기법,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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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 해당 사업지구 내 대체지 조성이 어려

울 경우, 사업지구 외 지역에 대체지 조성방법을 [표 5-8]에 제시하였다. 대체지 조성

의 공간적 범위는 가급적 사업지구 주변 인접 산림 훼손지 등으로 하고, 복원 우선순

위 검토 결과에 따라 자치구 내 시행을 검토하도록 한다. 대체지는 훼손지 면적의 1.5

배 이상을 권장하며, 주변 산림환경과 녹지·비오톱 간 네트워크를 고려하여야 한다.

구분 주요내용

위치

Ÿ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산림 주변에 대체지 조성 후보 제시

Ÿ 대체지 조성의 공간적 범위는 가급적 사업지구 주변(인접 산림 훼손지등)으로 

하며, 복원 우선순위 검토 결과에 따라 자치구 내 시행

면적 Ÿ 대체지 조성 시에는 훼손지 면적의 1.5배 이상 권장

형태 Ÿ 선형보다는 면적이 넓은 둥근 형태가 효과적이며, 주변 산림 환경을 고려

네트워크
연계

Ÿ (사업지구 인접) 사업지구 내 조성된 녹지·비오톱과 연계

Ÿ (사업지구 외부) 대체지 조성 대상지 주변 녹지·비오톱과 연계

식재

Ÿ 생물종 파악 후 서식환경을 고려한 식재설계, 다층적 식재구조, 향토수종 식재

Ÿ 훼손되는 수목의 일정량을 이식하여 해당 생태계에 적응한 종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적 식재가 필요한 경우 조경수종 가급적 지양

Ÿ 식재수종은 귀화식물, 외래식물은 배제하고 서울시 자생식물 중에서 선정하여 

식생구조에 맞게 조성

자료: 산림청(2014), 서울연구원,(2015), 환경부(2017), 환경부(2018)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정리

[표 5-8] 대체지 조성 원칙 및 방안

5) 복원 방법

(1) 자연성을 고려한 산림 복원

자연성을 고려한 산림 복원 방법을 [표 5-9]에 제시하였다. 복원 대상지 조건은 산림 

내부에 위치하여 주변 산림과 연계 복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습지나 소하천 등도 포함

한다. 주변 산림과 수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원하여야 하며, 다양한 서식 기반환

경과 식생 도입으로 자연성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생물종은 훼손 이전 생육식

물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수계가 포함된 경우 수생식물 서식공간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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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복원 대상지

Ÿ 산림 내부에 위치하고, 주변 산림과의 연계 복원이 필요한 지역

Ÿ 사람의 간섭이 적고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이격된 곳에 위치

Ÿ 대체지: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산림 주변(또는 자치구 내)에 대체지 조성

면적
Ÿ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지 조성 시, 훼손 면적의 약 1.5배 이상인 훼손지 선정

Ÿ 습지나 소하천 등 수계 복원도 대체지 면적에 포함

배치 및 형태 Ÿ 선형보다는 면적이 넓은 둥근 형태가 효과적이며, 주변 산림 환경을 고려

네트워크

연계

Ÿ 주변 비오톱 1, 2등급지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연계

Ÿ 주변 수계를 최대한 고려하되, 수계가 훼손지에 포함될 경우 유입과 유출 흐름을 

파악하여 다단의 수계를 조성하며, 유출 시 유속에 의한 침식을 고려해야 함

Ÿ 지역 생태계의 안정성을 고려한 그린 네트워크 계획

식재

Ÿ 훼손되기 이전의 식물상 및 식생을 분석하여 기존 식생 도입 원칙

Ÿ 대상지의 식물상 및 식생구조를 반영하여 군집형태로 도입

Ÿ 수관의 층위가 다양하게 나타나도록 다층림으로 조성

Ÿ 다앙한 서식 기반환경과 식생 도입으로 기반환경 단순화 방지

Ÿ 재해 안정성을 위해 조기 활착이 필요한 경우, 성목을 함께 활용

Ÿ 훼손되는 수목의 일정량을 이식하여 해당 생태계에 적응한 종을 최대한 활용

생물종

Ÿ 생물종 파악 후 서식환경을 고려한 식재설계, 다층적 식재구조, 향토수종 식재

Ÿ 훼손되는 수목의 일정량을 이식하여 해당 생태계에 적응한 종을 최대한 활용

Ÿ 서식지의 경합 및 우점종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식물종선정(훼손 이전 생육 

식물 선정 원칙)

Ÿ 산림의 식생구조와 층위에 따라 서식하는 생물종이 다르므로 식물군집의 다양성 

및 천이과정 고려

Ÿ 수계가 포함된 경우 수생식물을 위해 다양한 수심으로 조성하고 느린 유속을 위해 

다단으로 설계(여울, 소 등) 및 다공질 공간 조성

사용재료 Ÿ 수계 조성 시 표면이 거칠고 다공성재료 사용

자료: 산림청(2014), 서울연구원(2015), 환경부(2017), 환경부(2018), 산림청(2019)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정리

[표 5-9] 자연성을 고려한 산림 복원 방법

복원사업 대상 범위 설정 시, 훼손지 주변 소규모 흩어진 훼손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규모에 따라 상이하나 우선적으로 밀집 훼손지를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실시

하되, 밀집 훼손지 주변 흩어진 훼손지가 연속적으로 있을 경우 복원사업에 포함하도

록 한다. 그러나 밀집 훼손지 주변 흩어진 훼손지를 포함하여 복원사업을 시행할 때에 

추가적인 산림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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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복원 대상 훼손지 범위 설정 예시 

[그림 5-18] 산림 복원 사례 – 달마을근린공원(좌), 부평 장수산(우)

자료: 환경부, 2014,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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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적 측면을 고려한 공원녹지 조성

활용적 측면을 고려한 산림 훼손지 복원방법은 [표 5-10]에 정리하였다. 공원으로 복

원 시 공원조성 규정에 따르되, 배치 및 형태는 주변 산림을 고려하고 생물서식공간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자연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과다한 동선이나 포장으로 인한 파

편화 방지를 위해 식재 시에도 연결성을 확보한다. 또한 시설물은 법적 요건에 부합하

도록 계획하되, 기능상 필요한 시설물만을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생물서식을 최대한 

고려한다.

구분 주요내용

복원 
대상지

Ÿ 「자연공원법」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시 내 훼손지 중 산림 인접부에 위치하고 도시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

Ÿ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 훼손지가 포함되는 경우 공원 조성 규정에 따름

Ÿ 대체지: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산림 주변(또는 자치구 내)에 대체지 조성

면적
Ÿ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지 조성 시, 훼손 면적의 약 1.5배 이상인 훼손지 선정

Ÿ 습지나 소하천 등 수계 복원도 대체지 면적에 포함

배치 및 
형태

Ÿ 선형보다는 면적이 넓은 둥근 형태가 효과적이며, 주변 산림 환경을 고려

Ÿ 위치를 고려하여 공간 구획 및 적정수준 이용시설을 도입하며, 비오톱(생물서식공간)을 

우선적으로 도입함

Ÿ 불투수면에 의한 유출량 저감을 위해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 고려

네트워크
연계

Ÿ 주변 조경녹지 또는 비오톱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연계

Ÿ 지역 생태계의 안정성을 고려한 그린 네트워크 계획

식재

Ÿ 과다한 동선 및 포장으로 인한 녹지의 단절과 파편화 방지를 위해 식재 시 연결성 고려

Ÿ 관목 위주의 식재보다 교목 등 다층구조로 식재: 수관폭이 넓어 여름철 녹음을 줄 수 

있으며, 병충해와 도시환경오염에 내성이 강한 자생수종 식재

Ÿ 조성 초기 교목에 의한 녹화면적률은 40% 이상, 관목에 의한 녹화면적률은 20% 이상을 

확보하며 잔디에 의한 녹화면적률은 20% 이하로 조성

생물종

Ÿ 생물종 파악 후 서식환경을 고려한 식재설계, 다층적 식재구조, 향토수종 식재

Ÿ 일반 공원의 단순 단층 구조가 아닌 생물종 서식환경을 위해 다양한 비오톱 조성

Ÿ 훼손되는 수목의 일정량을 이식하여 해당 생태계에 적응한 종을 최대한 활용

사용재료

Ÿ 열 발생률이 높은 철재, 콘크리트재 등 인공재료의 사용이나 아스콘 등 불투수포장의 

인공지반은 제외

Ÿ 가급적 불투수성 포장을 최소화하며 녹지 및 자연지반의 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 등의 

기능을 제고

Ÿ 수목 외 편의시설은 인공재료를 지양하고 목재, 석재 등 자연재료를 이용

공원
시설물

Ÿ 도시공원별 기능 및 법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계획하되, 기능상 필요한 시설물만을 

최소한으로 도입하여 생물서식을 최대한 고려함

외부간섭 Ÿ 공원 내 비오톱 조성 시 펜스나 생울타리 조성 등을 통해 외부간섭 최소화

자료: 산림청(2014), 서울연구원(2015), 환경부(2017), 환경부(2018), 산림청(2019)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정리

[표 5-10] 활용적 측면을 고려한 공원녹지 조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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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훼손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로는 관악구 청룡산을 들 수 있다. 관악구 청룡산 

지구는 산림 인접부와 산림 내부의 사유지가 경작 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훼손되어 

있었으나, 관악구 청룡산지구 공원조성사업(2013~2019)에 의해 공원으로 조성되었

다. 관리되지 않던 산림 내 사유지는 지속적인 토지 보상을 통해 시민 이용을 위한 

시설물과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조성 시 수계를 고려하여 소규모 저류시설과 여울, 

소, 생태연못 등을 다채롭게 설계하였으며, 소규모 생물서식지도 함께 조성하여 자연

성을 고려하였다.

[그림 5-19] 산림 훼손지 공원 복원 사례(관악구 청룡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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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훼손지 관리방안

1) 산림 훼손지 관련 법제 종합 검토

서울시는 산림 복원과 관련한 자체적인 기준이 없어 산림청의 산림관계법과 산림복원 

지침 등에 의해서 실태조사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산지전용, 입목훼손 등 다양한 

산림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이 복구 의무 대

상자가 되나, 복구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며 복구 방향이나 방법 등 세부내용

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예로 산림 내 산지전용 등 허가를 받은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복구설계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에 생태적 복원관련 내용은 

없으며 토사유출 등의 재해 방지, 비탈면의 기울기 등을 복구의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도시 산림에 대해서는 2020년 6월에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이 있고42)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지침,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 등이 있

다. 서울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있으나 도시림의 조성·관리를 위한 구체적

인 가이드라인은 없고 서울시 도시림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는 도시림, 가로수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림 복원 심의기준은 없다.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은 도시

생태복원사업과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되었으나 서울시 

조례에 해당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과 개발제한구역 정비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으나, 훼

손 복원에 대한 방법보다는 정비사업 대상지 결정 등에 대한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외에 서울시는 위임조례인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임목훼손에 대해 사고

지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지로 지정될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고 

있으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고지 지정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지 지정에 한계가 있다. 또한, 사고지 해제를 위해서는 행위자가 직접 원상

회복을 해야 하는데, 원상회복의 기준 또한 산림 내 임목훼손 시의 원상복구 기준이 

모호하여 원상복구에 한계가 있다.43)

42) 해당 법의 도시숲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 도시의 산림 및 수목으로 자투리 땅 등의 생활권 
도시림임

43) 사고지 지정 근거 및 한계에 대해서는 제3장 2절의 산림 훼손지 관리 현황에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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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산림 훼손지 관련 법제

구분 주요내용

산림청

Ÿ 서울시 자체적인 업무매뉴얼이 없고, 산림청의 기준을 따름

Ÿ 산지전용 관련 복구설계서를 제출해야 하나 복구 관련 지침 부재

Ÿ 서울시 도시림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는 도시림, 가로수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복원 관련 

심의기준 없음

환경부

Ÿ 도시생태복원사업,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시행 예정이나 서울시 조례에 미반영

Ÿ 생태계보전부담금 복원사업 시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음

Ÿ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지역에 대해서만 훼손 행위 금지, 원상회복 관리

국토부

Ÿ 서울시는 임목훼손지에 대해서 ‘사고지’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고 

있으나 사고지 지정 근거 미흡

Ÿ 사고지로 명시된 토지는 개발행위 불가, 원상회복을 통해 해제

Ÿ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조성 시 훼손 최소화에 대한 기본원칙은 명시하고 있으나 

상세 내용 없음

[표 5-11] 산림 훼손지 관련 부처별 관련법과 서울시 조례 비교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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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선방안

(1)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검토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복원사업(22년 1월)과 도시생태복원사업(17년 

11월)을 시행하도록 개정되었다. 환경부는 도시생태복원사업으로 도시 내 자연환경

이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

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복원사업 개념, 원칙, 사업 시행, 유지

관리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제9조, 제10조 및 제43조 

등에서 훼손·방치된 지역의 복원 노력, 녹지와 소생태계 조성 요청 등 책무, 권고 및 

요청 복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자연마당 조성사업,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등이 추진 중이지만 도시생태 네트워크 또는 도시 생

태계 연속성 유지, 도시 훼손지의 체계적인 생태복원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지자체

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비가 지원되는 선에서 한시적이며 일시적으로 사업

이 진행되었다. 상기 사업들이 도시에 서식하는 생물종과 그 서식처보다는 도시민의 

이용과 편의를 강조하면서 사업에 의해 조성된 공간에도 인공시설물과 불투수면이 상

당한 면적을 차지하여 생물종 서식을 위한 구조와 기능이 부족함을 인식하였고, 이러

한 취지에 따라 2017년 11월 「자연환경보전법」에 도시생태복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44)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이 국가에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을 수립

하고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

경복원사업 계획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여 신설(2021.1.5. 개정, 2022.1.6. 시행)된 규정이다. 주요 내용은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제2조제19호 신설); 2)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기본 

원칙(제3조제8호 신설); 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후보목록·시행·계획 수립·추진실적 

보고·평가·유지관리 등 사업의 추진절차(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 신설) 등 이

다.45) 자연환경복원사업 신설 이전 도시생태복원사업 시행과 관련한 조항이 신설되

었으나 복원사업 수행의 근거가 부족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2020년 7월 정부

의 그린뉴딜 전략 중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에서 식생·토양의 자연성 보

44) 도시생태복원사업 관련 조문은 제3장의 제1절 산림 훼손 관련 법제 검토에 작성하였음
45)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련 조문은 제3장의 제1절 산림 훼손 관련 법제 검토에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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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및 야생 동식물 서식지 보존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정책 강화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에 자연환경복원사업 신설이 

포함되면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었다.46) 자연환경복원사업은 도시생태복원사업

과는 다르게 복원사업의 대상 설정에 관한 기준을 추상적으로나마 설정하고, 그 절차

로서 계획 수립을 정하고 있으며,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최희선 외, 2019).

(2)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안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검토 결과, 복원과 관련한 조항은 제33조(자연생태계의 복

원)로서 99년 조례가 제정될 당시의 조문으로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가 83차례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복원’과 관련한 조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 서울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33조에 의하면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지역 등을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수행하며, 이외의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복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부 자연환

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과 도시생태복원사업을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

었으나,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신설된 복원의 

내용 및 범위를 반영하여 서울시의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

였다. 또한, 자연환경복원의 기본방침을 신설하고, 자연환경복원이 체계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근거 및 내용을 포함하였다.

46) 환경과 조경(2021.1.14.) 기고문 참조(https://www.lak.co.kr/m/news/view.php?id=1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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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33조(자연생태계의 복원)

①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등과 생물다양성이 높은 

녹지·하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연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시민의 과도한 이용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생태계 훼손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우선적으로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훼손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역별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자연환경의 복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등과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 

복원을 할 수 있다.

1. 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된 지역

4.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역

5.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6. 그 밖에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지역에대한 

조사결과, 우선적으로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훼손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역별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 복원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목적

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과

5.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표 5-12]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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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선방안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사고지 관련 정의가 되어있지 않고, 별표 1 제1호라목

(2)(마)에 서술된 내용이 조문에서 사고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임야’가 아닌 토지

의 임목훼손에 대하여 사고지 지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유지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무단 형질변경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임목훼손 행위이거나 산지(임야)가 

아닐 경우 사고지 지정 근거가 없다.

이에 임목훼손에 의한 사고지 지정 관련, 타 지자체 조례를 바탕으로 서울시 조례와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사고지 용어를 사용하는 도시는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 대전

광역시, 용인시, 인천광역시이며, 광주, 대전, 용인, 인천 모두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사고지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조례는 사고지 용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

시하고 있다. 

구분 도시계획 조례

광

주

광

역

시

제2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3항 및 영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발행

위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생태계보전·경관·조경·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을 훼손하였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형을 변경·포장·공작물 설치 

등을 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  <신설 2020. 6. 1.>

대

전

광

역

시

제7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명시 등)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는 사고지(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정보를 말한다.

② 사고지의 토지이용계획서 명시 및 해제 등에 관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용

인

시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가 아닐 것

② 생략

[표 5-13] 사고지 관련 지자체 조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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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임야’가 아닌 토지의 임목훼손에 대하여 사고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목

이 임야가 아니더라도 토지의 현상에 의한 산림을 포함하도록47) 하기 위해 사고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에, 입목훼손에 의한 사고지 지정의 명확성, 사고지 

해제 기준의 합리성, 사고지 복구 방법의 방향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조례 개선(안)을 

[표 5-14]와 같이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의 입목훼손에 대

하여 사고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개선안을 제시하여 무단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입목훼손에 대해 필요시 비오톱 평

가 등급 조정을 제외함으로써 사고지 지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산림’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로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함(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1001 및 1986.12.23. 선고 86도2299 판례 참조)

구분 도시계획 조례

인

천

광

역

시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개정 2011-01-10><개정 

2016-12-30>

1.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평균입목축적비율(해당 군·구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비율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05, 2015-09-30> <개정 2016-12-30>

  가. 도시지역: 70퍼센트

  나.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100퍼센트

   2) 계획관리지역: 130퍼센트

  다.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100퍼센트

2.~3. 생략

제20조의2(입목 훼손지에 대한 조치)

① 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한 평균입목축적비율 이상인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에서 위법한 입목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사고지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6.>

② ~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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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2.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 따른 ‘사고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2.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 따른 

‘사고지’(「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2) 생략

        (마)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경우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2) 생략

      (마)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허가를 받지않고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표 5-14]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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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11조 (비오톱 등급 재결정 조사절차)

③ 서울특별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고의 또는 

불법으로 도시생태현황을 변경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오톱 등급 조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오톱 등급 조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간 변경 전 비오톱 등급을 유지한다.

 1. 입목훼손 등 도시생태현황 변경 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의2 

제2호의 사고지로 인정되는 경우(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3. 자연재해로 인해 비오톱 현황이 변경된 후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조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오톱 현황이 

변경된 경우

제11조 (비오톱 등급 재결정 조사절차)

③ 서울특별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고의 또는 불법으로 도시생태현황을 

변경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오톱 등급 조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10년간 변경 전 비오톱 

등급을 유지한다.

 1. 입목훼손 등 도시생태현황 변경 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의2 

제2호의 사고지로 인정되는 경우(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3. 자연재해로 인해 비오톱 현황이 변경된 후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조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주변 

비오톱 현황이 변경된 경우

 5. 평가위원회 출석위원 2/3 이상이 고의 및 

불법으로 도시생태현황을 변경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표 5-1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개선(안)

4) 향후 과제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산림 훼손지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복원 및 관리방안을 제

시하였다. 일부 분석과정에서의 한계와 향후 산림 훼손 관리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하여 서울시 전체 산림 훼손지 면적을 정량적으

로 산정하고 위치를 분석하였으나 훼손지 면적 산정 시, 산림 내 경작지 면적은 무단 

경작 이외에도 시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도시농업지나 과수원, 시설물이 있는 경

작지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된 면적으로 우선 관리가 필요한 산림 내 무단 경작지

보다 많은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 명확한 훼손지 면적 산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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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근거하여 경작지 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산

림 훼손 면적은 최근 10년간 산림 변화 면적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훼손 

행위에 의한 면적은 변동가능성이 있다. 

둘째, 산림 훼손지 복원 및 관리방안 중 하나로 개발사업지 내 산림 훼손지를 대상으

로 한 대체지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개발사업지 이외 지역에 대체지를 조성

할 경우, 조성 근거와 기준 등 구체적인 조성·관리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체지 조성의 주체가 민간이냐 공공이냐에 따라서도 대체지 조성 이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훼손지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한 훼손지 특성에 따른 복원 방향과 복원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향후 보다 상세한 복원계획기법과 절차, 방법 등이 구체화·세분화되어 

작성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산림 훼손 복원 이후, 복원지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요구된다.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는 복원 방향, 복원의 주체, 복

원 방법 등에 따라 상이하며, 특히, 복원의 주체에 따른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 도출한 서울시 전체 유형별 산림 훼손지 현황 분석 자료를 기반으

로 서울시 산림 관리 시 훼손지 현황과 훼손지 복원 성과를 정량적 지표로 만들어 향후 

정책적 성과에 활용할 수 있다. 예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2020~2024)’에서

는 쾌적한 기후환경도시 전략 중 하나로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

물다양성 증진 과제를 수립하였다. 해당 과제 중 ‘산림 내 훼손지에 자생수종을 식재하

고 산불 예방을 강화하여 수목을 보호하는 등 서울의 산과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한

다’ 이행과제48)가 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림 내 훼손지 현황 파악이 우

선되어야 하지만, 성과 지표가 산불 피해면적 감소 목표로만 제시되어 있어 다양한 산

림 훼손 유형과 복원 성과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 훼손지 현황 분석 데

이터를 기반으로 정량적 훼손지 관리와 함께 성과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8)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2020~2024)’ 전략 3, 과제 3-5, 이행과제 70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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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Deforestation Status of and Management Plan in Seoul 

In-Ju Song · Cho-rong Yoon

Multiple factors including urban development projects, erosion control 

projects to prevent landslides, illegal cultivation, and natural disasters have led 

to the degradation of forests and forests adjacent areas. According to the Seoul 

Biotope Map, the Forest Biotope in Seoul decreased by approximately 5.54% 

in 2015 compared to 2010, and decreased by approximately 0.95% in 2020 

compared to 2015, reducing the area by about 6.3% over 10 years. This 

corresponds to about 1.49% of the total Seoul area. Worse still, efficient forest 

management has been a challenge because the concept and contents of forest 

degradation are not clear; forest management laws are inconsistent, and 

therefore there are no specific standards for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degraded area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auses of forests and adjacent areas degradation 

in Seoul were analyzed, and the types of forest degradation that Seoul city 

should manage were highlighted.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deforestation status in Seoul, the present study aimed to prepare guidelines 

for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the degraded areas in consideration of the 

Seoul ec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laws and 

management systems the degraded areas.

The present study covers the concept and policy trend analysis of deforested 

areas, analysis of the management status of deforested areas, analysi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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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deforested areas, and restoration and management plans of 

the degraded areas. 

In the analysis of the deforestation intention concept and policy trends, related 

concepts such as forestry, degradation, and restoration were reviewed and 

grouped as domestic laws. In addition, prior research studies and policy trends 

related to deforestation were analyzed. The concept and scope of deforestation 

in this study is a product of a comprehensive reflection of analysis on the 

deforested areas characteristics, expert surveys, and field surveys.

For the analysis of the degraded areas management status, the legal system 

related to forest damage was reviewed. Based on the review, the management 

is mainly a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forest damage and restoration. In the legislative review,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Korea Forest Service laws related to forest damage and restoration were 

reviewed, and implications were draw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ity 

planning ordinance and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ordinance.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and restoration projects was 

summarized through a review of each department project contents and 

interviews with the persons in charge.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orested areas in Seoul, the status of 

deforestation was evaluated through in-house field surveys and detailed field 

surveys with civic groups in the forest and adjacent areas. In addition, the types 

of forest degradation in Seoul were reviewed. An expert survey was conducted 

and the types, causes,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methods of forest 

damage in Seoul were highlighted. Further, the types of damage in Seoul were 

presented and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were analyzed by combining the 

results of the field survey. The concept of deforestation in Seoul was analyzed 

based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deforested areas, such as the 

loca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was identified using the GIS for all the 

deforested land.

For the restoration and management plans, the priority of restoration was 

suggested after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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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damage, the distribution of the degraded areas, and ownership of the 

degraded areas. In addition, restoration guidelines that reflect the urban spatial 

characteristics of Seoul were prepared. In the guidelines, the types and damage 

characteristics of forests in Seoul were summarized, and the basic directions 

and principles of restor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restoration methods were presented along with examples. In addition,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 proposal to 

improv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ordinances x and therefor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deforested areas wa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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