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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

청정영양 보존을 위한 산림녹화사업 대대적 전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국토공원화 사업추진
산림소득증대 및 주민이 만족하는 친환경 임도시설사업 추진
적극적 산불예방 활동으로 고객의 재산권 보전

의견제시 및 연락주실 곳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



청정영양 보존을 위한 산림녹화사업 대대적 전개
경제 수종(소나무, 잣나무, 자작나무 등) 및 지역특색에 맞춤형조림을 실시하여 지역발전 및 산주 소득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및 벌채지등에 보조 조림을 통한 산주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산주가 원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지 조사 후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솎아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 등을 집중 실시하여 경제수 생장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국토공원화 사업추진
주요 도로변, 관광지 등에 꽃길조성 및 단풍거리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기존 소공원을 일제 점검하여 미흡한곳을 보완해 나가겠으며, 유휴 공한지를 조사 사용 가능한 곳은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
다.
공공근로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영양』, 『웰빙 영양』을 만들겠습니다.

산림소득증대 및 주민이 만족하는 친환경 임도시설사업 추진
임도시설사업 추진 시 농로 및 마을간 연결도로를 겸한 노선 선정과 적지개설로 산림경영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조개량사업, 보수, 임도변 풀베기사업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산림 부산물 채취, 운반을 편리하게 하고 가을철 성묘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적극적 산불예방 활동으로 고객의 재산권 보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산불예방 홍보 및 감시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산불발생시에는 자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즉시 투입하여 초동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안동항공관리소, 경찰, 인근 군부대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로 조기에 진화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녹화사업에 앞장서겠습니다.

의견제시 및 연락주실 곳
문의처 전화번호 FAX

산림경영팀 680-6613

680-6619
산지이용팀 680-6622

산림보호팀 680-6632

녹지휴양팀 680-6692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법 정 현 행 이행목표

1 입목벌채신고 5일 4일 3일

2 산지전용신고(변경) 10일 8일 6일

3 산지전용허가(변경) 30일 25일 20일

4 입목벌채허가 7일 5일 3일

5 산림경영계획(변경) 인가 30일 25일 20일

6 산림경영계획 시업 신고 7일 6일 5일

7 임업후계자 선발신청 10일 8일 6일

8 독림가 선정신청(자영) 10일 8일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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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www/civil_complaint
https://www.yyg.go.kr/www/civil_complaint/charter
https://www.yyg.go.kr/www/civil_complaint/charter/charter_all
https://www.yyg.go.kr/www/civil_complaint/charter/charter_all/mountains_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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