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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에 산림 포함돼야”
최준석 사업대표이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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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역할에 대해 소개해달라.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연간 221조원의 공익적 가치

공익형 직불제에 산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산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가 있는 산림은 국부의 척도이자 천년지대계이며, 마땅한 천연자원

산림은 국민 1인당 연 428만원의 혜택을 안겨주는 공익적 가치

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일한 자원이자

를 지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복지자원이고 미래

유산이다.

세대에 물려줄 국가성장동력의 새로운 원천이다.

58년의 역사를 지닌 산림조합은 80만 조합원과 210만 산주를 대표

최근 정부와 국회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고자 공익

하는 사유림 경영 대표기관으로서 그동안 우리 민족의 역동성, 공

형 직불제를 도입했지만 여기서 산림 분야는 제외되면서 소득 보

동체 정신이 깃든 대한민국 산림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오로지

전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 인해 산주와 임업인들은 산림의 공익적

한 길만을 걸어왔다.

가치 제공에도 불구하고 공익형 직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산림조합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헐벗은 산을

이를 위해 국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

단기간에 푸르게 한 산림녹화의 주역이자 대형산불·산사태 같은

청 등을 방문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 대상에 반드시 임야가 포함될

국가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 등 공익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등

수 있도록 건의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

대한민국 산림 분야 발전을 이끌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끌어내기도 했다.

특히 산림조합은 산주와 조합원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사유림 경영

조합에서도 자체적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산림 분야 공익형 직불제

주체로서 산림을 터전으로 하는 산주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권익

도입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향상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약 35만명 이상이

산림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쉼 없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는 노력을 해왔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대표이사로서 80만 조합원과 210만 산주의

산림녹화로 대변되는 양적성장 중심에서 오늘날 사람 중심의 산림

염원을 담아 산림 분야 최대숙원사업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 대상

휴양·복지 시대의 질적 중심 산림정책에 이르기까지 급변하는 산

에 반드시 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과 소임을 다할 생각

림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파

이다.

트너이자 산림사업 중추 실행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산림발전을 이
끌어왔다.
www.yonhapimazine.com I 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