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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시설현황
※단위 : km

임도명 읍·면 리·동 번지 연도 거리(km)

다산임도 몽탄 다산 산10 1991 2.20

감방산임도 무안 매곡 산61 1992 2.34

내리임도 몽탄 사천 산65-1 1993 3.68

대치임도 몽탄 대치 산150 1994 2.02

태봉임도 청계 태봉 산127 1995 2.06

봉대산임도 해제 신정 산10-3 1995 4.74

죽산임도 일로 죽산 산75-3 1996 1.40

만풍임도 해제 만풍 산15-7 1996 2.20

죽산임도 일로 죽산 산69-1 1997 0.73

청천임도 청계 청천 산62 1997 2.20

백학산임도 해제 대사 산56-3 1997 1.59

청천임도 청계 청천 산107 1998 0.87

행림임도 청계 청계 산68 1998 1.43

감돈임도 청계 월선 산153-4 2003 0.78

감돈임도 일로 감돈 산51-1 2005 1.54

봉대산임도 해제 신정 산5 2006 0.74

산불관련현황 임업통계 산불처리규정

분야별 정보 > 산림/환경 > 임업 > 임도시설현황

임도란?
임도는 조림, 육림, 임산물 반출,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등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 관리 하기 위한 기반시

설로서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오지 산림과 휴양 관광자원의 개발을 촉진하는 등 지역 사회의 균형발전

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1991부터 2020년까지 18개소 49.88km에 임도가 개설

되어 있고 임도의 기능 유지를 위해 장마철 폭우 시 임도 유실과 노면 토사 유출로 인해 임도 보수와 구조 개

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신설 임도는 품질 위주의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아래 야생동물 이동 통

로, 절개면 녹화, 혼합골재 부설 등으로 경관 유지 및 피해방지가 가능한 견실한 임도 구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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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산임도 해제 덕산 산76 2007 0.60

감방산임도 현경 해운 산121 2008 0.63

보평산임도 무안 매곡 산7 2009 0.46

보평산임도 무안 매곡 산14 2010 0.52

보평산임도 무안 매곡 산9 2011 1.99

대곡임도 무안 성남 436-29 2012 1.04

성암임도 무안 성암 산79-4 2012 0.89

대곡임도 청계 청천 산34-1 2013 1.02

성암임도 무안 성암 산189-1 2013 1.20

봉대산임도 해제 임수 산25 2014 0.99

보평산임도 무안 매곡 산17 2016 0.75

연징산임도 무안 성암 산189-1 2017 0.80

석용임도 해제 석룡 산51-5 2017 1.12

사천임도 몽탄 사천 산20-1 2018 0.74

이산임도 몽탄 이산 산59 2018 0.76

학산임도 몽탄 학산 산117 2019 0.32

사천임도 몽탄 사천 산17 2019 1.78

학산임도 몽탄 학산 산103 2020 0.34

사천임도 몽탄 내리 산158 2020 3.41

합계 　 　 　 　 49.88

임도명 읍·면 리·동 번지 연도 거리(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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