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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골재공급의 부족과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문제에 관하여 고

찰하였다. 골재수급 분야는 건설과 환경 분야의 연구대상이지만 제도적으로는 법학의 영역임에도 

이에 관한 법실무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골재채취 절차에 관하여 골재채취법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시행령과 시행규칙과의 세부

적인 관련성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존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작업을 선행하였다. 
관련 법규의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의 골재채취 현황과 골재수급 실태를 정리하며 산림골재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현재 상

황에 미루어 장래 문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골재 채취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살피고 산림골재 채취로 인한 문제로 초점을 맞추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제도적 개

선방안으로는 허가요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5만㎡ 미만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산지관리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예외 기준을 강화하여 재량권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채석단지를 지

정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골재채취 후 원상복구가 되질 않아 발생하는 환경 피해는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와 직결된다. 따라서 채석이 완료된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복구가 우선 중요하다. 하지

만 복구가 어렵거나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도 크므로 복구 전에 산업용지 등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구 유무를 결정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토

석채취허가시 예치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타용도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순환골재의 활용을 확대하여 모래

와 자갈에 의존하던 기존의 골재공급원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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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산림골재의 현황과 채취절차 

Ⅲ. 토석채취로 인한 환경문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Ⅳ. 결어

1. 서론

자연으로부터의 골재 생산과 환경파괴는 비례하며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원상

회복이 힘들고 복구가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면서 궁극적으로

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예방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이 대처방법일 

수밖에 없다.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최근 커지고 있는 골재수급 문제는 환경문제와 함께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

며 개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골재수급의 부족은 건설사업자와 환경관련 단체 

및 부처와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골재수급 분야는 건

설과 환경 분야의 연구대상이지만 제도적 문제로 연결되면 법학의 영역이 됨에도 

이에 관한 법실무적 연구는 특히 산림골재의 경우 전무하다시피 부족한 것이 현실

이다.

1991년 골재채취법 시행 당시에는 하천골재 채취가 용이하여 대부분의 골재 공

급을 하천골재가 담당했지만 2000년대 이후 하천골재가 대부분 고갈돼 자갈은 산

림골재, 모래는 바다골재가 주요 골재 공급원으로 바뀌었다.1) 골재채취법 제정 당

시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골재 공급물량에서 미미했던 ‘다른 

법령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의 골재2)가 

하천골재의 고갈과 제도적 관리 소홀을 틈타 현재는 수도권 골재 공급물량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골재 공급환경이 급변했다.3) 이와는 대조적으로 1991년에 

골재채취법과 동시에 산림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제정된 산림법의 채석허가제도

는 2003년에 제정된 산지관리법으로 이관됐고, 2007년에는 석재와 토사를 ‘토석채

취허가’로 일원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잘 정비된 것으로 평가된다. 

1) 한국건설신문(장준영), “수도권 골재 절반 허가 없이 유통”, 2012. 1.9.
2)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3) 한국건설신문, 앞의 글(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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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의 3가지 관점에 주력하였다.

첫째, 산림골재의 채취절차에 관하여 골재채취법과 산지관리법의 내용을 세밀히 

분석하였다. 시행령과 시행규칙과의 세부적인 관련성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한 기존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작업을 선행하였다. 관련 법규의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의 

소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의 연결이 일목요연하도록 길이에 따라 본문과 각

주에 병용하며 상세히 하였다. 

둘째, 현재의 골재채취 현황과 골재수급 실태를 정리하며 산림골재 자원의 현황

을 파악하였다. 현재 상황에 미루어 장래 문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골재채취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살피며 토석채취로 인한 환경문제

로 초점을 맞추어 제도적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토개발과 건설산업에 필요한 골재수급 현황 및 그에 파생되는 환

경파괴 문제의 상호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노력의 관점에서 골재채취와 환

경문제를 산림골재에 맞추어 논하고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고찰함으로써 

골재채취와 환경문제, 특히 토석채취에 관련한 입법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법실무

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2. 산림골재의 수급현황과 채취절차 

(1) 산림골재 자원의 현황

<표-1>과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한 “제5차 골재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14

부터 향후 5년간 골재 수요를 전망할 때 우리나라의 골재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매년 1억 5천만㎥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하천골재 고갈로 인한 세

골재(fine aggregate)의 감소로 쇄석골재와 채석행위에 의한 쇄사(crushed sand)의 

사용량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4) 중·장기적으로 쇄석골재나 쇄사 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요구됨으로써 무리한 산림골재 채취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환경문제 역시 

증가하게 된다.

4) 국토교통부, “향후 5년간(2014~2018) 골재수급 전망”, 201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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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중장기(2014~2018) 골재수요 전망
   (단위 : 천㎥)

구  분
골재 수요 (단위 : 천㎥ ) 레미콘수요

(천㎥ )계 전년대비 자갈 모래

2013 201,175 0.0%　 113,869 87,306 116,842

2014 201,424 2.6% 114,007 87,417 116,987 

2015 203,449 1.0% 115,152 88,297 118,163 

2016 205,423  1.0% 116,270 89,153 119,309 

2017 206,151  0.3% 116,682 89,469 119,732 

2018 208,617 1.2% 118,078 90,539 121,164 

평균 205,012 1.2% 116,038 88,975 119,071

[출처 : 국토교통부, “향후 5년간(2014~2018) 골재수급 전망”, 2013]

 골재원별 공급비율을 상세히 분석한 2016년 통계를 보면 하천, 바다, 산림, 육

상에서 공급되는 전체 공급계획량 2억2,673만9천㎥ 중에서 산림에서 공급되는 골

재가 8,564만1천㎥로 전체의 37.8%에 해당하며 그 중 자갈은 총 계획량 12만5,604

㎥ 중 6만9,108㎥로 5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5) 자갈의 경우 특히 산림 의존

도가 높은 것은 채석행위에 의한 쇄사골재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이며 그만큼 채

석행위로 인한 산림훼손과 환경파괴 역시 확대된다는 의미이다. <표-2>에서 보듯

이 2017년도 골재원별 공급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모래가 1억755만2천㎥(43.4%), 

자갈이 1억3,164만6천㎥(56.6%)를 차지하고 있으며6) 하천 931만5천㎥(3.8%), 바다 

2,700만㎥(11%), 산림 1억73만6천㎥(41.1%), 육상 1,035만5천㎥(4.2%), 선별파쇄, 

순환골재 등이 9,751만1천㎥(39.8%)이다.7) 전년도에 비해 바다골재가 총 14.6%에

서 11%로 줄어든 반면 산림골재의 비율이 41.4%에서 53.9%로 급격히 늘어난 것

은 최근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환경문제로 인한 어민들의 반발이 주원인이다.8)

5) 국토교통부, 「2016년도 골재수급계획」, 2016. 2.1, 8면.
6) 국토교통부, 「2017년도 골재수급계획」, 2017, 4면,
7) 국토교통부, 「2017년도 골재수급계획(안)」, 2017, 8면,
8) 매일경제, “남해안 바닷모래 두고 어민과 골재업체 '법적 분쟁'”, 2017.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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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17년도 골재원별 공급비율<2016년도 골재원별 공급비율>

(단위 천㎥)                           

구  분
　계 모래　 자갈　

계획 비중 계획 비중 계획 비중

공  급 226,739 100.0% 101,135 100.0% 125,604 100.0%

　

허

가

　

계 142,070 62.6% 70,264 69.5% 71,806 57.1%

하천골재 7,268 3.2% 6,568 6.5% 700 0.5%

바다골재(연안) 16,790 7.4% 16,790 16.6% 0 0.0%

바다골재(EEZ) 24,250 10.7% 24,520 24.2% 0 0.0%

산림골재 85,641 37.8% 16,533 24.2% 69,108 55.0%

육상골재 8,121 3.6% 6,123 16.3% 1,998 1.6%

신

고

계 84,669 37.4% 30,871 30.5% 53,798 42.8%

선별파쇄  등 84,669 37.4% 30,871 30.5% 53,798 42.8%

반  입 68,800
30.3%

43,600
43.1%

25,200
20.0%

반  출 68,800 43,600 25,000

  

[출처 : 국토교통부 2016년도 골재수급계획] 

(2) 산림골재의 채취절차

1) 골재채취허가

㈎ 일반적 허가요건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골재채취단지에서

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골재채취법 제22조 제1

항). 그러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나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하천·해안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1천㎥ 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국도·지방도 또는 군도9)의 유지·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

㎥ 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의 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

9)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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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10)

㈏ 산림골재의 경우 토석채취허가  

산림골재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시

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표-3>. 

<표3> 토석채취허가와 신고 

토석채취 허가 토사채취 신고

시·도지사의 

허가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이상

인 경우 : 허가기간 10년 이내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유림이 아닌 산림을 다음의 용도로 30㎥ 

이상 1천㎥ 이하의 규모로 채취하는 경우

  1) 객토용(客土用)

  2) 산지소유자 또는 사용·수익권자가 소

비용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시장·군수·구

청장의 허가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미만

인 경우 : 허가기간 10년 이내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

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할 수 있다.11) 채취기간은 채취량 

및 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12) 토석채취의 허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허가신청 

내용이 법정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13) 

㈐ 채석경제성 평가

채석경제성 평가제도는 산림내의 석재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경

10)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제3항.
11)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동법 제25조의2.
12) 산지관리법 제25조 제3항.
13) 산지관리법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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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 있는 석재자원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개정 산림법에서 채석타

당성 평가제도로 도입된 것으로서 2002년 산지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채석경제성 평

가로 바뀌었다. 산림 안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석재에 한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14)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

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용ㆍ조경용 

석재는 채석경제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15) 평가대상은 건축용16), 공예용17), 쇄

골재용18)으로 굴취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과거엔 조경용 석재의 굴취

ㆍ채취도 채석경제성 평가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토석채취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토석채취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2012년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이후 

제외된 것이다. 채석경제성의 평가는 지질조사 및 시추탐사를 통하여 매장량과 석

질을 분석하여 경제성을 분석·평가한다.19) 

㈑ 관련 판례

대법원은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 허가 여부에 관하여 공익상 필요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

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

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

은 토석채취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토석채취로 예

14)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 1. 국립산림과학원,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
광물자원공사, 3. 광업부문 또는 건설부문(토질ㆍ지질 전문분야에 한정한다)의 엔지니어
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연구기관중 지질조사와 광물자원연구사업을 수
행하는 법인, 5.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ㆍ등록을 한 광업부문 
또는 건설부문(토질ㆍ지질 전문분야에 한정한다)의 기술사사무소, 6. 산지보전협회.

15) 산지관리법 제2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산림청 보도자료. "조경용 석재채
취 땐 경제성평가 제외", 2012. 6.7.

16) 건축용석재"란 건물의 내·외장재, 계단 또는 도로의 시설재 등으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
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7]).

17) "공예용석재"란 조각·비석·난석(蘭石) 등으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7]).

18) "쇄골재용 석재"란 자갈·골재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
항 [별표7]).

19)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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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산림과 자연경관의 훼손 정도, 주변의 문화재나 관광자원을 보호할 필요성, 

토석채취 후 쉽사리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 토석채취로 인하여 농업용수·식수

로 사용되는 하천 등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토석채취 과정에서 발생하

는 비석,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근주민들이 겪을 생활상의 고통의 정도 및 이

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다.20)

또한 판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에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산림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

과 주민의 불편 등의 공익과 토석채취허가로 신청인이 얻게 되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석채취의 타당성을 면밀히 토론·심의하여 처분의 근거를 제

공하게 함으로써 재량행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지관리행정의 공정성·

전문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보고, 토석채취 허가권자인 시장 등이 현지조사를 

거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지방산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불허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

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때에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의 흠결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하고 있다.21)

2) 채석단지의 지정과 해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한 지역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

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

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2) 채석단지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

니어야 하며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

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23)

20)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5489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354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487 판결.

21)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765 판결.
22) 산지관리법 제30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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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채석이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24) 그러나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주변산림과 주민생활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25)

3. 토석채취로 인한 환경문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1) 토석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토석채취사업장은 골재 반출 차량들의 수시 이동과 발파 등에 따른 날림먼지와 

진동 및 소음, 그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피해와 강우 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농

경지 피해, 비탈면 붕괴의 우려 등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상존해 왔다. 뿐만 아니

라 골재채취 흔적으로 인해 주변 경관이 심하게 훼손되는 경우 또한 많은 게 현실

이다.26) 

실제 토석채취지역에서의 환경피해에 대해 설문조사(A) 분석 결과(복수응답)27), 

환경오염 피해 분쟁사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발파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

동에 인한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젖소의 불임, 유·사산 및 질병감염, 우유 생산 감

소와의 인과관계로 나타난다. 조사에 의하면 토석사업장의 환경피해 이력 중 소음

진동이 50.9%(28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비산먼지 21.8%(12개소), 토사유출 

23)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24) 산지관리법 제29조 제4항 제2호.
25) 산지관리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제3호; 동법 제29조 제5항.
26) 대전투데이, “예산군 각종 환경문제로 ‘몸살’, 2016. 2.24; 충청투데이, “옥천 업체 골재

채취 원상복구 ‘엉망’ 인근 주택가 비산먼지 피해, 장마때 빗물 넘쳐 통행 불편, 복구도 
허가기간보다 늦어져”, 2015. 7.16, 3면.

27) 본 조사는 박재현 외 연구팀에 의해 2015년 5~9월 중 전국 55개의 토석사업장(토석채취
지 15개소, 토석채취 후 복구지 40개소)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해당 사업장을 방문
하여 토석채취지 근무자 및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사항 등을 비롯한 입지현황
과 사업장에 대한 기초적인 질의응답을 거친 후 현장탐방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형
도(1:25,000, 1:50,000)를 바탕으로 사업장 주변 임상, 평균 표고, 산지사면의 경사도, 지
형, 암종, 산사태위험등급 등의 채석 이전의 산림상태의 조사와 토석사업장의 일반적 사
항인 허가기간과 면적, 석재용도, 채석방식 등과 재해발생 현황과 재해방지시설 설치현
황 등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졌다; 박재현 외, “국내 토석사업장의 토석채취 및 복구특성 
분석”, 『한국임학회지』 Vol.105 No.2, 2016,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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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개소), 기타 7.3%(4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채취지 및 복구지에서 모두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채취시 발생되는 소음과 진

동뿐만 아니라 복구지에서 복구를 위해 장비를 활용해 돌을 깨거나 이동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28) 또한 대다수 사업장에서 종·횡 배수로 등의 배수시설이 

원활하지 않아 집중호우시 절·성토부의 토사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질오염 발생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5.5%(3개소)로 나타났고, 해당사항이 없는 사

업장은 94.5%(52개소)로 수질오염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4>.29) 

<표4> 토석채취 지역에서의 환경피해 분류(A)

종류 소음진동 비산먼지 토사유출 수질오염 기타

비율/55개소 50.9%(28개소) 21.8%(12개소) 16.4%(9개소) 5.5%(3개소) 7.3%(4개소)

반면 또 다른 조사(B)30)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가 

100.0%(37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소음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94.6%(35명), 수질오염 86.5%(32명), 기타 51.4%(19명) 순으로 나타났다<표-5>.31) 

이는 토석채취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는 자연환경 그 자체만이 아니라 주민건

강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증이지만 수질오염의 경우 조사 A와 

B가 서로 그 발생분포가 다른 것은 조사 A의 경우 토석사업장에 설치된 재해방지

시설로서 배수시설이 47.3%(26개소)32)로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이는 예

28) 박재현 외, 앞의 논문, 227면.
29) 박재현 외, 앞의 논문, 227면.
30) 본 조사는 강민정 외 연구팀에 의해 토석채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

체 공무원(산림공무원) 총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설문항목은 크게 
6개 항목, 총 21개 문항으로 응답자의 일반사항 2문항(연령, 업무수행 년수), 토석채취지 
관리현황(채취유형, 규모, 기간, 채취방식) 4문항, 토석채취지에서 환경피해 및 재해현황
(환경피해, 산지재해 등의 원인) 5문항, 토석채취지 복구현황(중간복구, 복구상태, 표토 
사용, 복구 후 관리) 4문항, 토석채취관련 법령숙지 및 현행법령 타당성(법령숙지 및 현
행제도의 합리성, 사업장관리 현황 및 재해관련 지원) 3문항, 토석채취지 타용도 전환(유
형 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중복 설문답변, 미기재 항목 등의 결격 
설문지 13부를 제외한 총 37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SPSS 18을 이용한 빈도분석을 실
시한 것이다; 강민정 외, “토석채취지의 관리현황에 대한 의식 분석”, 「농업생명과학연
구」 Vol.51 No.4, 2017, 2면.

31) 강민정 외, 앞의 논문 4-5면.
32) 박재현 외, 앞의 논문(주 27), 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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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설에 따라 환경피해도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5> 토석채취 지역에서의 환경피해 분류(B)

종류 비산먼지 소음 수질오염 기타

비율/37명 100.0%(37명) 94.6%(35명) 86.5%(32명)  51.4%(19명)

같은 조사에서 토석채취지에서의 재해발생 유무에 대한 설문에서는(복수응답) 재

해발생 이력이 있었던 24.3%(9명)의 산지재해 발생종류(복수응답)로는 산사태가 

77.8%(7명)로 가장 많았고, 토사유출과 차량 및 인명사고가 각각 44.4%(4명), 기타 

22.2%(2명) 순으로 나타났다<표-6>.33)

<표6> 토석채취 지역에서의 재해 종류

종류 산사태 토사유출 차량사고 인명사고 기타

비율/9명 77.8%(7명) 44.4%(4명) 44.4%(4명) 44.4%(4명) 22.2%(2명)

한편 골재 소비량은 시멘트의 6배에 달하고 있으나34) 시멘트는 그 동안 광업권 

등을 통한 대규모 채굴지를 확보하여 공급이 가능했던 반면 모래와 자갈 등 골재

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채취 규제가 강화되면서 골재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골

재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35) 산림골재의 경우도 

골재자원 확보 문제와 환경보전의 문제가 대립하게 된다. 이에 산림청은 토석산업

이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오해로부터 벗어나 국민경제 발전의 기반산업으로 발전

하도록 하기 위해 최근 토석채취사업장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36) 지속적이고 정

기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으로 토석채취사업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토

석채취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며 현장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토석

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와 재해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37) 매년 

33) 강민정 외, 앞의 논문(주 30), 5면.
34) 2015년 기준으로 시멘트 공급량은 5천526만톤(전년 대비 3.8% 상승), 골재는 2만545만
㎥(전년 대비 1.9% 상승); 한국건설신문, <2016년 건설자재 전망> , 2016. 1.11.

35) 한국건설신문, 레미콘 철근 등 2016년 주요자재 수급 ‘혼조’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자재별
로 혼조세 보일 전망, 2016. 1.4. 

36) 산림청 보도자료, “산림청, 9월까지 토석채취사업장 일제점검”, 2015.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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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불법채석까지 겹쳐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표-7>.

<표7> 최근 5년간 불법채석 적발건수 및 처분결과

연도 소계
조치유형

사건송치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2013 53 20 14 19

2014 63 21 18 24

2015 73 23 20 30

2016 119 28 49 42

2017. 8 69 26 16 27

[출처 : 박완주 의원, 201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38)

(2) 제도적 개선방안

1) 토석채취 허가요건의 개선

산지의 경우 산림골재 채취를 위한 토석채취허가 뿐만 아니라 공장을 짓거나 도

시개발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토석의 물량이 5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용·공공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토석채취허가39)를 받도록 의무

화해 제도권 내로 모두 흡수하였다. 과거 골재채취법은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

는 경우에는 채취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에 포함되어 실제로 대형 석산 허가 물량에 해당하는 100만㎥ 이상 발생되는 

토목건설 현장의 토석이 골재로 바뀌어도 이를 관리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

으나40)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골재채취법은 채취허가 제외대상을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 모래 또는 자

갈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41)를 하는 경우

로 제한하여 법규 상호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였다.

37) 산림청, 앞의 보도자료(2015. 7.8).
38) https://blog.naver.com/withwanju/221119366202(accessed 2018. 1.20).
39)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40) 개정 전인 2016. 6.30 이전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참조; 한국건설신문(장준영), 앞의 

글(주 1).
41) 골재채취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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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석채취의 허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산지

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

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42) 산지관리위

원회의 공무원 위원도 반대한 사업이 통과되어 물의를 일으킨 곳도 있다.43) 이런 

무리한 허가일수록 법규 위반 가능성과 환경파괴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이 경험칙

이므로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충실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며 5만㎡ 미만으로 토사

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예외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로 인해 허가나 채취작업이 지연되는 문제 또한 있을 수 있

으므로 신속한 심의결과가 나오도록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산지전용허가조

사협의체44)와 같이 운영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되 일률적인 30일45)로 규정하는 

것보다 면적에 따라 기간을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지관리

위원회의 경우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신속성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골재

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허가하되 허가신청인 중 허가신청구역의 

연접지역에서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골재의 

반출로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거나 반출로의 확보에 기여한 자 또는 골재채취

와 관련하여 환경관계법령을 준수한 자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46) 구체적으로 환경피해 저감

방안에 충실한 자를 우선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토석채취 관련 규제의 개선방안

㈎ 골재채취능력평가제도의 개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ㆍ환

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골채

채취법 제22조의3). 하지만 이 평가는 골재채취에 대한 양적 능력의 평가에 치우치

고 있으므로 평가항목에 환경보호 방안을 넣을 필요가 있다. 골재채취능력평가 순

위는 골재 신규 채취허가 때 업체별 물량을 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므로47) 순위

42) 산지관리법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2조 제1항.
43) 제주도민일보, “개념 없는 채석장 허가”, 2013. 10.16. 
44) 산지관리법 제18조의4.
4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3항.
46) 골채채취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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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아질수록 골재채취허가량 배정 때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사업 후 

복구능력 등 환경보호 준수능력을 복구계획서와 별도로 중요 평가항목으로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예컨대 현행 능력평가 기준을 보면 쇄석시설, 굴삭기, 로더, 천공

기 등 평가신청자 소유 또는 임대시설·장비, 관련 기술인력 보유, 직전년도 재무제

표에 따른 신인도 평가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48) 각 예상 지역별 발생 가능한 

토양 및 수질오염과 골재 운반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 등의 영향을 예측하고 채석 

등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한 재해저감시설 설치방안 등49)에 대한 단계별 가

산점을 생각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채석단지를 지정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

다.50)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골재채취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할 경우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 최적

의 계획안을 찾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문제된다. 예컨대 비 온 다음날 조사를 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충실한 조사가 이루

어지지 않거나 현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주민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직접적 환

경피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환경단체에 속한 심의위원들이 

토석채취 사업승인을 요청한 현장에 직접 가서 검증한 결과보고서 내용이 엉터리 

부실조사에 의한 잘못된 보고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도 있다.51) 실례로 새만금지방

환경청은 2016년 도내 환경영향평가협의 사업장 160개소를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

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키지 않아 위반사업장 17개소를 적발한 사례까지 있다.52) 환경오염행위를 감시

해야 할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참여

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7) 골재채취법 제22조 제6항, 제22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48)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1항; 국토교통부, 「2018년도 골재채취 능력평가(정시) 

신청 안내」, 2018. 1.25.
49)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2009, 409면.
50)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51) 현장에서 2km 떨어진 주민을 조사 대상에 참여시켜 신뢰성과 개관성에 의문을 갖게 한 

경우도 있다; 제주의 소리, “채석장 먼지로 생존권 위협, 토석채취 중단하라”, 2016. 6.1; 
시사제주, “원희룡 지사 15일 환경단체 비난 발언 정치권 후폭풍 시작”, 2015. 9.16.

52) 전북도, 익산시 ,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새전북신문, “사설-환경영향평가 일벌백계해야”, 20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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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참여와 관련한 핵심은 주민참여를 일회성 행사

가 아닌 선순화적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며 주민참여도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참

여 방법에 대한 설계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53) 예컨대 주민가치평가(Citizen Value Assessment)를 통한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 정도 및 그러한 애착 형성의 원인요소에 대한 정보 등이 주민

참여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54) 협의회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서도 주민참여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켜 평가준비서에서 제안된 주민참여 설

계를 전문가가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주민참여 설계

안을 수정하여 주민참여를 실행하도록55) 이를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

한 환경피해(표-5 참조)는 전문성을 갖춘 지도점검인력 편성을 구축하여 주민이 참

여하는 현장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해결56)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참

여 시스템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 채석경제성 평가의 개선

산림 석재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경제성 있는 석재자원 개발을 유도

하기 위하여 도입된 채석경제성 평가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 채석경제성의 평가는 

지질조사 및 시추탐사를 통하여 매장량과 석질을 분석하여 경제성을 분석·평가하지

만57) 채석경제성 평가를 완료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 면적을 축소하여 채석경

제성 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는 것이 허가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58) 따라서 석재에 

한정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면적별로 일정 시추공수 및 시추

총연심도(試錐總連深度)에 따라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를 완료한 이후 해당 허가

신청면적이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축소된 경우에는 추가 시추를 생략

할 수 있으며59)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지가 종전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53) 이상윤·주용준.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주민참여 방법 기초 연구』,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2016, 32면.

54) 이상윤 외, 앞의 보고서, 33면.
55) 이상윤 외, 앞의 보고서, 34면. 
56) 노현준·유정호. “건설현장 비산먼지 규정 개선방안”, 『건설관리』 제18권 5호, 한국건설

관리학회지, 2017, 72-74면.
57)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7] 
58) 법제처 질의회신(15-0237), 201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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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를 굴취·채취하였던 허가구역에 연접한 경우로서 연접된 종전의 토석채취허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 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탐사를 생략할 수 

있다.60) 그러나 이를 굳이 석재에 한정하는 것 보다 흙·모래 등의 채취에도 적용하

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본다.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되 복구능력과 복구계획의 

충실성에 규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매장량 분석방

법에서 토양항목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양오염이 예상되거나 사업지구 토

양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 토양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오염 복원대책 및 저감대

책을 수립하고 토양오염의 개연성과 배경농도 및 오염현황을 분석61)하도록 매장토

질의 분석방법 항목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매장량·석질분석에 대한 방법의 경우 건축용석재 또는 공예용석재에 대해서는 

한국산업표준의 석재자원 매장량 계산기준(KS E 2003), 쇄골재용석재에 대해서는 

한국산업표준의 석회석 매장량 계산기준(KS E 2801)에 따른다고 하여 모두 「산

업표준화법」을 따르도록 명시62)하고 있으나 한국산업규격에 건축용 석재와 쇄골

재용 석재의 매장량 계산기준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공급

이 원활한 쇄골재용 석재의 석재자원매장량 계산에 한해서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계산과 다른 기준에 의한 계산 차이가 일정 오차를 벗어나면 재심을 받거나 합산

한 평균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통하여 분쟁의 여지를 제거할 필

요가 있다. 쇄골재용 석재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63)

㈑ 복구예치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제도의 개선

골재채취 후 원상복구가 되질 않아 발생하는 환경피해는 인근 주택가에 비산먼

지 피해, 장마 때 빗물이 넘쳐 초래되는 통행 불편 등 1차적으로 지역주민의 피해

와 직결된다. 따라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복구가 안 되

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담보 성격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59)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7] 제1호 나목(2)
60)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7] 제1호 나목(3)
61) 양지훈·박선환·김태흠·황상일. “환경영향평가 시 토양 관련 평가 항목에 대한 고찰”, 『환

경영향평가』 제25권 1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46-49면.
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7] 제1호 다목(1); 산업표준화법 제12조
63) 문경시- 산지관리법 제26조 제1항 관련 법제처 질의회신(15-0072), 2015.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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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자로 하여금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64) 그러나 산림골재의 경우, 채석이 완료된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복구가 우선 중요하지만 복구 전에 산업용지 등 타 용도로 활용

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구 유무를 결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석채취허가시 예치하는 복구비를 다른 용도로의 전환에 필요한 조사비용

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기 마을에 

토석채취 사업장이 들어서는 걸 찬성할 주민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사업허가 시 

납부하는 복구예치금으로 마을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용도 전환할 수 있

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복구공사비 총액의 10% 이내로 3

년간 미리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65)의 경우 예치기간 내에 사업장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증명되면 하자보수에 지출되지 않은 보증금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보상보증금으로 전용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복구가 곤란할 경우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적용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를 토석채취의 경우에도 부과하는 것이 효

과적일 것이다. 복구비용이나 대체산림조성비는 그 대상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

로 그에 따른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채석허

가 신청시 복구예치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산정하여 행정청의 결정이나 

사업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이다.

사후 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채석단지의 공사 및 운

영에 따른 생태계나 주민환경에 대한 영향이 예상외로 크거나, 복구방안의 실효성

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66) 예치금이나 보증금의 자연

환경보전사업 및 주민보상금으로의 전용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3) 비허가 신고물량의 증가와 순환골재의 활용

정상적인 골재채취허가에 의해 생산되는 골재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비허가 신고에 의한 신고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67) 비허가 신고량에 대한 현황

을 파악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국내골재 생산은 비허가 신고에 따른 골재 생산

이 다른 골재보다 증가추세가 두드러졌으며 2004년에 2,705만9천㎥이었고, 2006년

64) 골재채취법 제29조; 산지관리법 제37조 내지 제39조.
65) 골재채취법 제29조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조 제2항
66) 이상범·채은주.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의 생태계보전협력금 활용 개선방안』,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2015, 50면.
67) 홍세선 외, “국내 골재자원의 수급현황. 1”, 『암석학회지』 제24권 제3호, 2015, 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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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0년까지는 3,923만8천㎥∼5,269만3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5,763

만4천㎥∼6,688만3천㎥를 기록하여 현재는 산림골재(53.9%)와 함께 골재를 공급하

는 골재원에서 가장 높은 생산점유율(44.2%)을 보이고 있다(표-2 참조).68) 산지관

리법이 제정되어 특히 산림골재의 채석을 엄격히 규제하게 되었고69) 이에 따라 도

로건설이나 건설부지 조성시 발생되는 암석인 발생암을 파쇄하여 골재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실제로 비허가 신고량의 90% 이상이 이러한 발생암을 사용한 

선별파쇄에 의한 물량이 대부분인데70) 이러한 질낮은 골재의 수급 및 유통은 레미

콘뿐만 아니라 건축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71) 양적 의존도를 줄여야 할 상황

이다.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질높은 순환골재의 활용이다. 건설분야에서 자원을 재활

용하는 것은 전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매년 늘어나는 건설폐

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한 방안으로 “순환골재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72)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가 함께 운영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의하면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천연골재와 동등한 품질이 확보되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이나 품질

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73)

골재의 공급량 부족에 따라 저품질 골재가 저렴한 가격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

어 레미콘 생산에 활용되는 현실에서 저품질 골재를 이용할 경우 KS 레미콘 유지 

곤란의 문제점 이외에도 유동성, 강도 및 내구성이 크게 저하하는데, 이것을 동일 

품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멘트 등 결합재를 추가로 보충하게 되면 오히려 비경제

적이 되므로 저품질 골재를 세척, 서로 반대되는 품질간의 골재 혼합 및 기타 기

능성 재료의 첨가 등 부족한 골재자원 문제를 해결하면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골재 활용대책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74)

68) 민경철. “수도권 지역의 저품질 골재 사용이 콘크리트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5면.

69) 홍세선 외, 앞의 논문(주 67), 257면.
70) 홍세선 외, 앞의 논문, 258면.
71) 민경철, 앞의 논문(주 68), 8면.
7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국 6개 건설현장서‘순환골재로만 건설’시범사업“, 2015. 3.12
73) 국토교통부, 앞의 보도자료(2015. 3.12).
74) 민경철, 앞의 논문(주 68), 122면;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국제심포지엄] 건설순환자원

의 활용 현황과 과제”, 2014. 1.14. 참조; 한국건설신문, “건설연, 순환골재 품질관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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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분야에서는 1970년대부터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부터 시행해 온 

「건설리사이클법(建設リサイクル法)」75)에서는 특정 건설자재의 분별 해체 및 재

자원화 등을 촉진하고 바닥면적 합계 80㎡ 이상인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콘크리

트, 콘크리트 및 철로 형성된 건설자재, 목재,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처리하는 업체

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등록시켜 적정한 분별·해체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6)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폐콘크리트를 재자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순환골재를 건축구조물에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77) 또한 2014년에 마련된 건설리사이클 추진계획(建設リサイクル推進計画
2014)에서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순환자재의 이용촉진, 건설 발생토의 유효이용·적

정처리 촉진 강화 등을 주요시책으로 규정하고 있다.78)

  

Ⅳ. 결어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우리의 골재산업은 건설개발의 근간이 되기도 하지만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골재수급 현황 면에서는 당분간은 적정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로 인한 환경문제, 특히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오염과 산림골재인 토석채취로 인한 인근 마을과 주민들의 피해 문제는 여전

히 진행 중이다. 토석채취사업장은 날림먼지, 소음, 진동,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및 주민생활 피해가 끊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첫째, 허가요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채취

허가의 타당성에 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

록 충실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예외 기준을 

무역량 강화교육 개최”, 2015. 8.31.
75) 「建設工事に係る資材の再資源化等に関する法律」; 略称 「建設リサイクル法」
76) 建設工事に係る資材の再資源化等に関する法律 第九條 以下. 同法 施行令 第二條 이하. 
77) 田村 雅紀, 野口 貴文, 友沢 史紀, “骨材回収型リサイクル指向コンクリートの実用化にか

する研究 : その1 : コーティング効果とコンクリートの基礎物性”, 学術講演梗概集. A-1, 
材料施工 2000. 7.31, p.1039 이하. 

78) 土肥 学·吉井 洋紀,“「建設リサイクル推進計画2014」の策定について”, 特集 建設リサイク
ル推進計画2014, 建設リサイクル/建設副産物リサイクル広報推進会議 編, 69巻, 2014, p.5 
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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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로 인해 허가나 채취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산지관

리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산지전용허가조사협의체와 같이 운영기간을 제한하는 규정

을 두되 일률적인 30일로 규정하는 것보다 면적에 따라 기간을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산지관리위원회의 경우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

는 것이 신속성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골재채취능력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골재채취에 대한 양적 능력의 평가에 치우친 결과 환경피해 대책에 대한 능력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골재채취 허가신청시 사후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사전능력평가 단계에서 평가항목에 환경보호 방안을 넣어 채석사업 후 복구능력 

등 환경보호 준수능력을 중요 평가항목을 하면 환경피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것이

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내실화하여야 한다. 우선 부실하게 운영되는 환경영

향평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2016년 도내 환경영향평가협의 사업장 160

개소를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한 새만금지방환경청처럼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

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주민참여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선순화적 구조로 이

해하고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주민참여 방법에 대한 설계안을 제시하여 그에 대

한 전문가의 평가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채석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주

민생활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넷째, 채석경제성 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 채석

경제성 평가제도는 산림 석재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경제성 있는 석재

자원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사업자의 환경보호 능력을 강화하는 대신 

가능한 다른 부담은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추가 시추 생략대상을 석재채취

에 한정하는 것 보다 흙·모래 등의 채취에도 적용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복구능력과 복구계획의 충실성에 규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 본

다. 다섯째, 복구예치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산림골

재의 경우, 채석이 완료된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복구가 우선 중요하지만 

복구 전에 산업용지 등 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구 유무

를 결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토석채취허가시 예치하는 복구비를 다른 

용도로의 전환에 필요한 조사비용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업장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보증금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해당지역 주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길이며 복구가 곤란할 경우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적용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토석채취의 경우에

도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환경적 요인에 의한 골재채취 규제의 강화로 인한 골재업체의 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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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악화와 골재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면서 산림골재 자원

의 확보와 환경보전의 양립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질 높은 재활용 순환골재

의 개발이 최선일 것이지만, 우선은 법적 규제에 대한 개선으로 두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자  2018.01.26.  심사일자  2018.02.08.  게재확정일자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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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study on the supply & demand status of mountainous aggregates and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soil and rock extraction*79) 

 Lee, Hak-Chun**․80)Park, Jong-Won***
81)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hortage of aggregate supply in recent years and th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the aggregate extraction. The imbalance of 

aggregate supply inevitably accompanied by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is 

causing constant conflicts and conflicts with construction sites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And the field of aggregate supply and demand is 

the subject of research in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field, but practical study of 

law is lacking even in the field of law.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ree 

things. First, the aggregate extraction procedure was analyzed in detail through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Since there is no existing data systematically 

summarizing the detailed relevance of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the work on this was preceded. Second, the status of 

current aggregate extraction and aggregate supply and demand are summarized and 

the status of the mountainous aggregate resources is identified. Third, it reviewed 

the overall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the mountainous aggregate extraction 

and focused on the problems caused by the collection of forest aggregates.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irst, permission requirements should be 

improved. The exceptional criteria excluded from the deliberations of the 

Mountainous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should be strengthened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abuse of discretion. However, there may also be a problem of delays 

in permitting or aggregate extraction work.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period flexibly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by type, size, etc. of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ong-A University research fund.
 ** Professor of Dong-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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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ainous distri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n to define the 

deliberation period of the mountain management committee as a uniform 30-day 

period. In the case of the Mountainous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it will be 

more expeditious to facilitate the operation of the subcommittees. Second, if the 

Stone Collection Complexes is designate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will often operate poorly. Therefor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should be enriched. Third, since the recovery of the aggregate extraction is 

not done properly after the collection of the aggregate, th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damage of the residents in the neighborhood. 

Therefore, for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of the quarried area, quick restoration 

is most important. However, since damage caused by difficult or delayed recovery 

is large, it should be judged whether or not it can be utilized for other purposes 

such as industrial paper before recovery. It would therefore be a good idea to 

allow some of the money for restoration to be used for the necessary investigation 

costs. But most of all, it is a fundamental solution to expand the use of recycled 

aggregate and to change the existing aggregate supply source that is dependent on 

sand and gravel to environmentally friendly.

Key words : aggregate, mountainous aggregate, stone collection complexes, 
extracting soil and rock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cycled aggreg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