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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제2차 치산녹화기가 종료한 80년대 말 이후 산림사업의 조림면적이 감소

하면서 산림용 종묘의 생산도 함께 축소되어왔다. 최근 들어 청장년 영급 산

림이 늘고 입목 축적이 증가하여 산림의 영급별 균형과 목재생산을 위한 벌

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목질

계 바이오매스 등 산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조림을 통한 성공적인 산림사업을 위해서는 우수한 산림용 종묘 수급기반

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규모면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현재 및 미래의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종자공급원이 부족하고, 종묘 생산을 

위한 관리 인력이 부족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묘 연구개발을 위

한 전문가도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산림용 종묘산업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파악

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향과 관련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산림용 종묘생산 현황과 관련 제도를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산림용 묘목생산과 조림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발전과제를 종자

와 양묘산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가 산림용 종묘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산림사업

을 활성화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산기술연구소, 한국양묘협회와 이춘석 

사무국장, 경상대 최명석 교수, 건국대 김종진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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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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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종묘산업은 종자와 묘목을 키우는 산업으로 산림사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

한 분야이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대 및 소비 변화에 맞춘 수종 갱신으로 

다양한 수종의 묘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소득 수준 향상과 삶의 질

에 대한 관심 제고에 따라 목재 수요의 지속적 증대가 예측된다. 기후변화 대

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에 산림자원은 중요한 자원으로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종묘산업 및 관련 사업자는 규모면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현재 및 

미래의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산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에 따라 종자공급원 및 묘목생산을 위한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자 및 묘목 연구, 개발을 위한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산림용 종묘 생산과 이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산림사업 활

성화를 위해 종묘산업의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산림용 종묘산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종자생산, 묘목

생산, 그리고 묘목 수요자에 해당하는 조림 분야를 연구하였다. 종자생산과 

조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과 결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묘목생산의 문제점 분석을 위해 임업경

영실태조사 의 DB를 이용한 경영 의사, 묘목 생산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하

였다. 노지묘와 용기묘의 비교를 위하여 생산성 및 비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산림용 종묘수급 실태 파악을 통해 도출된 당면 문제를 종자와 양묘로 구

분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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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에 있어서는 채종림과 채종임분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미

흡하여 수형목이나 종자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그리고 우량 종자를 확보

하더라도 종자 채취를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고 기후 악화나 해거

리에 따른 종자수급의 불일치로 인해 일부 종자를 비지정 종자공급원에서 

조달하는 관행 등으로 인한 종자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양묘와 관련해서는 국유양묘장과 민유양묘장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가

장 큰 문제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노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양묘시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농촌 노동력 고령화 

등으로 인력, 그중에서도 경험 있는 인력의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

다. 양묘장뿐만 아니라 묘목을 조림하는 국유림과 민유림에서도 노동력과 

관련된 사항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답하였다.

종자와 묘목 두 분야의 수급실태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과제의 목표는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노동력 부족 현상의 해소’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용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장기 산림종자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종자 공급원을 재정비해나가야 한다. 주요 조림수

종 종자는 채종원에서 공급하고 시범사업, 특색사업 등을 위한 종자는 채종

림에서 채취하는 구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량 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유통, 관리기능

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산림용 종자의 ‘산지증명제도’를 조기 정착하여 최

소한 국가지정 산림용 묘목생산 사업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종자의 사용은 

제한하도록 한다.

셋째, 노동력 부족의 문제의 해법으로 기계화와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와 

노동력 소요가 적은 시설양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시설양묘가 발전하

기 위해서는 시설양묘 기반의 확대와 함께 국가조림 수종의 시설양묘 대상

이 확대되고, 관련 기술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양묘시업 과정의 기계

화와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자동 제어 시설을 구비한 시설양묘는 노동력 문

제 해결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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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양묘산업 관련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하다. 양묘전문

가는 단기간의 교육과 경험으로는 양성되지 않기 때문에 양묘전문가 양성 

및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 양묘와 관련한 연구 분야의 확대 및 연구 확대가 필요하다. 임목

은 세대가 길고, 생장과 분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클론, 조직배

양을 포함한 BT 기술의 응용은 중요하며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주요, 전략

수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묘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조림 현장에서 생산된 묘목의 생장 특성, 생리적 특성 등이 연구로 

피드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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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Seed and
Seedling Industry to Revitalize Forestry Business

Seed and seedling industry is important as the basis of forestry business. 
The demand of forestry is growing not only for the quality of life but also 
for providing natural resources. As income grows, the public is looking for 
better environmental service as well as wooden materials for the living. 
Because the demand for new renewable energy is increased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the CER(Carbon Emission Reduction), there is a grow-
ing interest in forest resources.

However, seed and seedling industry lacks in size and capacity to 
allow forest business to catch up with increasing demand. Hence, after ex-
amining the current situation of production and usage of seed and seedling, 
we derive a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seed and seedling industry to re-
vitalize forestry business. The scope of the study covers seed production, 
seedling production, and afforestation.  

We found the following as the current problem in the seed industry. 
There isn't an efficient control system to manage central seed orchard and 
seed stand. Hence, the quality degradation of seed as well as tree can 
occur. Even though there would be enough good seeds in orchard or stand, 
the shortage of good labor to harvest the seeds and the supply and demand 
misalignment could still cause a seed problem such as using the seeds from 
the un-designated seed stands. 

We found the following as the current problem in the seedling 
industry. Both public and private tree nurseries have the same single big 
problem. That is the shortage of labor and it has been getting worse. Tree 
nurseries irregularly require much labor during the short period of time and 
it is getting more difficult in rural areas to recruit labor especially good 
experienced labor. The shortage of labor is the biggest problem in pla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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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both public and private forests.
We propose the following as the solutions for the problems of seed 

and seedling industry.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d to long term 
seed supply plan. Based on this, we need to readjust seed production 
system. It is better to provide only the major seeds from central seed or-
chard and seeds for special purpose or selected area from the seed stands. 
Second, the formulation of the national seed management system can't be 
done without proper marketing and distribution of seeds. In that sense, ear-
ly settlement of the producer verification can restrict the usage of unproven 
seeds to grow saplings for the forestry. 

Third, the shortage of labor can be solved by mechanization and fa-
cility cultivating, which is less demanding in labor compared with outdoor 
cultivating. The expansion of facility cultivating in seedling is possible on-
ly when the number of species from facility cultivating of national affor-
estation is increased, not to mention facility itself and related nursery 
technique. When the facility cultivating is equipped with modern tools and 
automatic control system, it is much easier to resolve the labor problem in 
the seedling industry. 

Forth, we need to reinforce the infrastructure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In the sense, a professional education organization with speci-
alized program would be desirable to make new seed and seedling special-
ists and keep them by providing supplementary education. 

Fifth, Expanding both the research areas and the research volume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required long period of time for growing and 
the difficulty for species differentiation, the application of BT technology 
including cloning and tissue culture is important but it is better to focus 
only on core, major species considering the necessary size of budget for 
the research. 

Researchers: Ho-gun Chong, Chul-kyun Yim
Research Period: 2013. 1 ～ 2013. 12
E-mail address: hogunc@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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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0년대 치산녹화기의 종료 후 조림 물량이 줄고 이에 따라 종묘산업도 함

께 축소되어 온 반면에 조림 후 산림사업의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육림, 숲

가꾸기 사업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 최근 들어 청장년 영급 산림이 늘고, 입

목축적이 증가하여 앞으로 목재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라 국내의 목재생산과 

이를 위한 벌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1960년대 조성된 조림지의 갱신기 

도래에 따라 산림종자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

대 및 소비변화에 맞춘 수종 갱신으로 다양한 수종의 묘목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해 오고 있다. 소득수준 향상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제고에 따라 목재 수

요의 지속적 증대가 예측된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목

질계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종묘생산, 조림, 숲가꾸기, 기계화 촉진 등의 사업을 진행하

면서 산림사업을 주도해왔다. 종자의 채종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채종원에서 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채종림, 채종임분이 이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 양묘는 국유림용은 국유양묘장에서, 민유림용은 정부가 지정한 

민간 양묘장에서 생산, 공급한다. 그리고 조림은 산림조합, 국유림관리소 등

에서 운영하는 영림단을 통해 주로 행해져 왔다.

종자 부문은 그동안 품질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관리해 왔음에도 자작, 백

합나무 등 외국산 수입종자, 민간채취 종자의 이용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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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가 관리하는 채종원의 비율이 낮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채종림, 채

종임분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양묘 부문은 국가주도형의 양묘생산 체계가 

유지되면서 규모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종묘산업 

및 관련 사업자는 규모면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현재 및 미래의 수요에 대응

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산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종자공급원 

및 묘목생산을 위한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자 및 묘

목 연구, 개발을 위한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다. 기계화가 가능한 대단지 

종자공급원, 묘목 생산단지 조성 적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산림용 종자, 양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

를 통해 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자, 양묘산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석현덕 등(1999)은 산림용 묘목 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묘목 수매제도

의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 묘목생산 실태, 묘목가격 산정방식, 묘목 수급체

계의 검토를 통해 향후 정책방향으로 우량묘목의 공급과 수급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제시하였다.

(사)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2002)은 조림 및 육림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조림 및 육림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 발전방안

을 제시하였다.

김종진 등(2003)은 국유양묘장의 경영개선을 위해 경쟁력 제고방안, 유휴

포지 및 산간묘포장 관리방안, 국유양묘장 민간위탁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석현덕 등(2006)은 2005년에 수행한 산림사업 모니터링 결과에서 도출된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도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

다. 특히 조림사업의 성공도를 높이기 위해 조림을 시행한 법인이 식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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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무가꾸기 사업까지 계속하는 영속시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숲가꾸기 

디지털설계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윤택승 등(2010)은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에 따른 양묘 인력수급의 어려움,

이상기후로 인한 묘목의 피해 및 노지양묘의 한계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시

설양묘를 제시하고 시설양묘산업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최명석 등(2011)은 산림용 묘목 품질인증제도 도입 방안과 용기묘 생산 및 

조림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의 산림묘목 인증 현황을 검

토하고, 국내 양묘 및 조림사업의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인증제도 운

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산림용 종자 수급에 관한 연구가 없었다. 특히 새로운 

기술 적용이나 재배방법 등에 관한 연구가 일부 있을 뿐 종자, 묘목과 관련

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최근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용 종자, 묘

목의 생산 및 공급 그리고 묘목 조림 체계를 연결시켜서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고안하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림용 종묘산업 발전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3.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산림사업을 위한 종자 및 묘목산업과 조림사업을 연구범위로 

한다. 종자와 묘목의 생산에서 묘목 조림까지의 산림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비산림용 묘목 생산은 산림용 묘목생산과 비교를 위한 목적으로 일부 다루

도록 한다. 종자와 관련하여 공급자인 채종원과 구매자인 양묘장의 수급관

계 등을 연구하였다. 묘목과 관련하여 공급자인 양묘장과 수요자(산림조합,

국유림관리소)의 수급관계 등을 연구하였다. 외국 사례분석을 통해 양묘 부

문 민간 참여 확대, 종자관리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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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자 양묘

수요자 국영, 민간양묘장
산림조합

국유림관리소

공급자 채종원, 채종림, 채종임분 국영, 민간양묘장

표 1-1. 산림사업 종묘산업 참여 주체

이를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 등 문헌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종자생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립산

림품종관리센터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유림관리소 8개소와 산림조합 7개

소를 선정하여 현장조사 및 추가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과 결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묘목생산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해 2002, 2007, 2012년 임

업경영실태조사 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묘목 생산자의 경영 현황 및 향후 경

영의사, 경영 성과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노지묘와 용기묘의 비교를 위하여 

생산성 및 비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림용 종묘의 연구를 담당하는 산림생

산기술연구소와 산림용 묘목 생산을 담당하는 한국양묘협회의 관련 전문가

들을 초청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연구자문을 받았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산림용 종묘(종자와 묘

목) 생산현황과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산림용 묘목 생산 

방식과 생산자 경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조림 현황과 조림사업자

의 묘목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외국의 종묘산업 사례조사를 통

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산림용 종묘산업 발전방안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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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용 종묘 생산 현황

1.1. 채종원 변천과정

우리나라에서 채종원 조성의 역사는 1968년 수형목에 의한 채종원 조성 5

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소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편백, 삼나무,

잡종 7수종에 대해 750ha의 채종원이 조성된 것이 시초이다. 1971년에 리기

다소나무 대신 해송을 신규 조성에 추가하는 변화가 있었고, 1972년에는 채

종원 조성 면적을 844.2ha로 늘렸다. 1974년에는 채종원 신규 조성 후보지에 

강원도 춘천에 이어서 덕두원, 충남 안면 중장, 제주남원 한남을 추가하였고,

특용활엽수를 수종에 더하였다. 1980년에는 채종원을 집중관리, 일반관리,

신규로 구분하였다. 1988년에는 과다생산(리기다, 삼나무, 리기케다) 수종과 

절대부족(잣나무, 편백) 수종에 따라 채종원을 조정하고, 종자 개량효과를 위

한 1.5세대 및 2세대 채종원 조성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1991년에는 상수

리, 굴참, 박달나무 등 11종의 유용활엽수 수형목 선발 및 채종원 조성계획

을 수립하고 수원, 춘천, 함양을 채종원에 추가하였다. 1998년에는 다목적 채

종원 조성계획이 2006년에는 탄력적 채종원 조성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산림정책이 바뀔 때마다 주요 조림 수종이 바뀌거나 수종 수가 변경되었

고, 현재는 5차 산림기본계획 기간에 근거한 지역별 집중 조림 전략을 추진



산림용 종묘 생산 현황과 관련 주요 제도6

해 오고 있다. 10개에서 시작한 주요 조림수종은 치산녹화 기간 동안 78개까

지 증가한 이후 현재는 7개로 축소되었다. 우량 종자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형목 선발에서 육종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조림수종의 빈번한 변화는 

종자 수급이 이를 따라가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구분 기간 수종 수 조림 수종

제1차 치산
녹화

1973∼78 14
유실수(5종), 속성·특용수(5종), 장기수(4
종)을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구분

제2차 치산
녹화

1979∼87 21
유실수(2종), 속성·특용수(5종), 장기수
(14종)

제3차 치산
녹화

1988∼97 78

용재수(27종), 유실수(4종), 조경수(20종),
특용수(12종), 내공해수(8종), 내음수종(4
종), 내화수종(3종)

제4차 산림
기본계획

1998∼07 20 주수종(8종), 부수종(12종)

제5차 산림
기본계획

2008∼17 7

강원·경북(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경
기·충청(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경
남·전라(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남해
안·제주(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자료: 한국양묘협회(2012).

표 2-1. 산림정책 주요 조림수종 변화

1.2. 산림용 종자 생산주체별 생산 현황

우리나라의 산림용 종자공급원은 채종원, 채종림, 채종임분이 있다. 채종

원은 우수한 산림용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 운영하

는 종자생산 공급원으로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조성·관리하고 있다.

종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직접 채취하여 국·민유 양묘장에 공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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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림은 채종원산 종자로 조림에 필요한 소요량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

단될 때 부족한 종자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우량 임분이며, 채

종임분은 채종원과 채종림에서 조림용 종자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

나 채종원 및 채종림의 미지정 수종의 종자를 잠정적으로 채취하는 임분으

로서 채종림 지정요건에 미달되나 형질이 일반적으로 우량한 임분을 말한

다. 채종림과 채종임분의 종자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에서 공개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채취자를 선정, 채취하여 주로 민간 양묘용으로 

공급한다.

2012년 현재 산림용 종자 공급을 위한 채종원, 채종림, 채종임분 면적은 

각각 642ha, 206.8ha, 2,671.8ha이다. 채종원은 국립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 운

영하고 있으며 채종림과 채종임분의 관리, 운영은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

체가 담당하고 있다. 채종원과 지방청이 운영하는 채종림, 채종임분은 국유

림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채종림, 채종임분은 민유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품종관리센터는 채종원을 수원, 춘천, 강릉, 충주, 안면, 제주에 나누

어 운영하고 있으며 낙엽송, 리기테다소나무 등 침엽수 11종과 상수리, 굴참

나무 등 활엽수 20종으로 총 31종의 수종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청에서 관리

하는 채종림은 7종,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채종림은 10종의 수종을 보유

하고 있다. 지방청에서 운영하는 채종임분은 33종,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채종임분은 54종의 수종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단위: 개, m2

수종
지역별 조성 면적

계 수원 춘천 강릉 충주 안면 제주

합계 642.4 30.2 149.8 105.5 153.8 97.5 105.6

침엽수 563.2 3.3 139.0 103.9 137.0 94.5 85.5

활엽수 79.2 26.9 10.8 1.6 16.8 3.0 20.1

자료: 산림청(2013).

표 2-2. 채종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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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채종림, 채종임분 현황

단위: 개, m2

구분
계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수종 면적 수종 면적 수종 면적

계 60 2,867.8 36 711.0 53 2,166.6

채종림 15 206.8 7 126.5 10 80.3

채종임분 60 2,671.8 33 584.5 54 2,086.8

자료: 산림청(2013).

2012년 종자생산량은 총 2만 7,148kg으로 2011년 4만 4,568kg에 비하여 

39.1% 감소하였다. 채종임분에서 전체 생산량의 67.2%인 1만 8,248kg을 생산

하였고, 채종원에서 29.2%인 7,918kg, 채종림에서 3.0%인 810kg, 기타 172kg으

로 종자의 대부분은 채종임분에서 생산되고 있다. 좋은 종자의 확보는 우량 

묘목 생산의 기초이므로 채종원 조성과 채종림 확보는 종자의 국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아직 양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외국산 종자의 경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국내 적응시험 완료 후 공

급하고, 지금은 중단되어 있지만 남북 교류 사업을 위한 잣, 아까시, 싸리 등

의 대북용 종자는 지방청에서 일반 산림용 종자와 병행 채취하고 생산지를 

표시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이송하여 저장하여 왔다.1

표 2-4. 종자 공급원별 생산량

단위: Kg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생산량 62,094 82,977 44,568 27,148

채종원 16,782 24,561 14,125 7,918

채종림 5,102 799 784 810

채종임분 39,975 57,500 29,478 18,248

기타 235 117 181 172

자료: 산림청(2013).

1 북한에 대한 묘목지원은 총 230만 본(2003~2009년), 종자지원은 잣 종자 

1,400kg이 이루어진 바 있다.



산림용 종묘 생산 현황과 관련 주요 제도  9

1.3. 산림용 묘목 생산 

산림용 묘목 생산은 2011년에 일시적으로 기상 악화로 인해 감소하였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배하는 총 묘목 수량에서 성묘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정도이며 2012년에는 성묘 4,400만 본이 생산되었다.

표 2-5. 산림용 묘목 재배, 생산량

단위: 천 본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묘목 총 생산량 103,122 102,945 96,662 104,553

성묘 41,587 46,053 41,801 43,984

어린묘 61,535 56,892 54,861 60,569

자료: 산림청(2013).

양묘시업수량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조림사업 물량 및 예산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국유림 조림용 묘목은 각 지방청 단위로 양묘사업소 산하 직영 국

유양묘장에서 직접 생산·공급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한 양묘장에서 생산한다.

직영생산은 북부지방산림청(용문), 동부청(정선, 평창), 남부청(춘양), 서부청

(보성)의 5개 양묘사업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민간 위탁양묘장은 북부청(춘

천), 중부청(삼성), 서부청(남원) 3개 양묘장이 있으며, 시·도지사(산림청 지방

청장)가 대행 생산자를 지정하여 생산·공급해 왔다.2 2011년에는 국유양묘장

을 통해 모두 580만 본의 묘목을 생산하였고, 이를 국유림 2,971ha에 조림하

였다.

2 산림청은 국영양묘장 규모 확대의 일환으로 춘천, 삼성, 남원 민간 위탁양묘장

을 2012년 말까지 직영으로 전환하였다.



산림용 종묘 생산 현황과 관련 주요 제도10

표 2-6. 국유양묘장 포지 이용 현황(2012년)

단위: ha

구분 개수 총면적
부대
면적

포지면적 가동률
(B/A)계(A) 시업(B) 유휴

계 8 107.2 43.4 63.8 53.8 10.0 84%

직영 5 86.8 35.7 51.1 43.1 8 84%

위탁 3 20.4 7.7 12.7 10.7 2.0 84%

자료: 산림청(2013).

표 2-7. 국유양묘장 묘목생산, 조림면적 추이

단위: ha, 천 본, 백만 원, 개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조림면적 1,737 1,882 1,365 1,662 1,755 1,541 2,250 2,971

생산량 6,320 6,183 4,909 4,160 5,063 6,116 7,124 5,813

예산 3,624 3,524 3,099 2,216 2,446 2,499 2,376 2,851

양묘장 수 13 13 13 13 10 8 8 8

자료: 산림청(2013).

한편 국유양묘장은 1.56ha의 면적에 44개의 온실을 운영하고 있다(유리온

실 4개 0.16ha, 비닐온실 38개 1.23ha, 클론하우스 2개 0.17ha). 이를 통해 

2011년에는 총 국유양묘장 묘목생산량의 19%에 해당하는 112만 2,000본의 

묘목을 용기묘로 생산하였다.

표 2-8. 국유양묘장 용기묘 생산 비율

단위: 천 본,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묘목총생산량 6,320 6,183 4,909 4,160 5,063 6,116 7,124 5,813

용기묘생산량 1,015 539 567 1,026 1,341 846 978 1,122

비율 16 9 12 25 26 14 14 19

자료: 산림청(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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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양묘사업소)

∙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양묘사업소. 4개소의 양묘장을 운영 

∙ 양묘장: 중심양묘장(용문 26ha, 홍천 4ha), 산간 양묘장(양구 3ha, 화천 6ha)

∙ 생산: 용문양묘장(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묘목), 홍천(잣나무, 전나무 묘목)

∙ 최근 5년간 연간 묘목생산 실적은 300만～500만 본 수준 

2000년대 들어 침엽수 묘목 납품 증가로 묘목생산 증가 추세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침엽수 2,269 2,835 2,992 3,471 4,836

활엽수 323 155 95 170 56

∙ 2013년 생산계획: 파종 725kg, 유묘 299만 본, 성묘 185만 본

∙ 시성양묘를 위한 유리온실 2동을 구비. 일부 수종에 대해 온실에서 1년 정도

육묘 후 비닐온실 등에 옮겨 키우는 시스템으로 묘목을 생산함

∙ 연간 배정된 사업비(6억 5,000만 원)로 13명(직원 4, 상용 인부 9)의 인건비와 

비용을 지출하고, 종자를 공급받아 묘목을 생산하여 국가에 납품하는 시스템

(자료: 연구진 출장조사 2013.3.5)

민유림 조림용 묘목은 시·도지사가 민간 종묘생산자를 통하여 대행생산,

공급되는데 대행생산을 위한 자격기준 및 절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되

어 있다. 2011년에는 민간생산자를 통해 총 3,280만 본의 산림용 묘목을 생

산하였는데 매년 조림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원, 전남, 충남의 묘목생산

량이 타 지역보다 많은 편이다. 2011년 말 현재 산림용 묘목의 대행생산자는 

양묘업자 52개, 산림조합 7개, 도산림환경연구소 1개소로서 대부분 개인 양

묘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업무 취급에 따른 묘목사업의 자체 중단으로 

1994년 이후 산림조합의 묘목생산량이 급속히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 

양묘업자에 대한 묘목생산 의존율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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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지역별 민유림용 묘목 대행생산 현황(2011년 말)

단위: 개, 천 본

지역 대행생산자 수 묘목생산량 비개인사업자

계 60 32,827

경기 8 2,678

강원 8 5,487 산림조합 4개

충북 4 3,073

충남 7 4,875

전북 7 4,047 연구소 1개

전남 11 5,849 산림조합 3개

경북 9 3,899

경남 4 2,859

제주 2 60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2013).

표 2-10. 생산주체별 산림사업 묘목 생산실적

단위: 천 본

연도
계

생산주체

양묘
협회

지방
산림청

산림
조합

도산림환
경연구소

마을 기타

1980 266,806 131,910 18,112 72,279 5,283 39,020 202

1990 86,431 44,378 4,826 35,173 702 5 1,347

2000 38,656 29,729 7,532 1,328 67 0 0

2010 46,053 38,020 7,124 882 27 0 0

2011 41,801 35,354 5,813 609 25 0 0

2012 43,984 36,773 6,583 610 18 0 0

주: 지방산림청은 국유양묘장을 나타냄. 1994년 산림조합은 금융 업무를 시작하면서 

묘목 생산 사업을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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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용 종묘 생산 체계와 관련 제도 

2.1. 생산 체계

종자생산은 7월에 채취 가능량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8월에는 종

자채취 지시가 나오고, 이후 11월까지 종자채취가 이어진다. 채취된 종자는 

품질표시(채취자, 산지, 일자, 품질)와 검사 후 보관되어 오다가 다음 해 1월

에서 2월 사이에 국유양묘장과 대행생산자에게 공급된다. 이후 양묘 시업은 

3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다.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묘목소요량이 수종별로 파악되면 이에 

따라 묘목생산이 이루어지고, 묘목검사 및 수급은 11월에서 다음 해 4월까지 

진행되고, 3～5월 사이 춘계 조림이 이루어진다. 가을 식재는 9월에서 10월 

말, 또는 연기되는 경우 11월 초까지도 이루어진다.

단계별로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살펴보면 종자결실 예찰은 채종원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채종림(임분)은 도산림환경연구소와 국유림관리

소에서 담당한다. 종자채취는 예찰과 관련한 기관 이외에도 시도지사나 지

방청장이 지정한 채취 시에는 양묘업자도 가능하다. 종자검사·보관은 센터

와 지방청, 채취 종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이외의 경우는 도산림환

경연구소에서 담당한다. 묘목검사 및 수급은 지자체 또는 지방산림청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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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종묘 생산·공급 체계도

양묘시업 현황파악
종자결실예찰조사

(종묘사업실시요령 제7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채종원)

∙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국유림관리소장
(채종림, 채종임분)

묘목 수급가능량 파악 채취가능량 파악(7월) ∙산림청장

↓

조림가능량 파악
∙산림기본계획(10년)에 따라 향후 5년간 공급 가
능량 파악(매년)-시·도, 지방산림청

↓ (조림정책방향 고려)

묘목소요량 파악 ∙연도별(향후 5년), 수종별 파악

↓

종자채취 지시(8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청장, 시·도지사

↓

종자채취(11월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채종원)

∙산림환경연구소, 국유림 관리소 채종림, 채종임분)

∙양묘업자(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지정 채취시)

↓

종자검사·보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센터·지방청 채취종자)

∙도 산림환경연구소장(도·민간채취종자)

∙품질표시(채취자, 산지, 일자, 품질 등)

↓

양묘계획수립 및

종자수급(익년1～2월)

∙민유양묘(대행생산자 지정: 자원법 제17조)

∙국유양묘(위탁): 대행생산계약체결(자원법 제17조)

∙채종원 종자: 국유 및 대행생산자에게 우선공급

↓

양묘시업(3～10월)
∙국유양묘장(국유림 조림용 묘목생산)

∙민유양묘장(민유림 조림용 묘목생산)

↓

묘목검사 및 수급

(11월～익년 4월)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

조림(3～5월)

자료: 산림청. 2013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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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
(비율)

점수
평가세부항목

기준유형 점수 구성

포지규모 30
20 자가포지 0.5ha 미만(10) ～ 5.0ha 이상(20)

10 임차포지 1.0ha 미만(1점) ～ 5.0ha 이상(10)

묘목(성묘)
생산실적

25
15 산림수종 5만 본 미만(8점)～100만 본 이상(15)

10 일반수종 1만 본 미만(1점)～5.0만 본 이상(10)

양묘
기술력

25

15
산림묘목
생산경력

3년 미만(7점)～15년 이상(15)

10
일반묘목
생산경력

3년 미만(5점)～10년 이상(10)

유묘
보유량

10 10 산림용유묘 10만 본 미만(4점)～100만 본 이상(10)

기반시설 10

3 간이온실 100평 미만(1점), 100～200(2), 200 이상(3)

3 관수·관정 미설치(1점), 설치(3)

4 양묘장비 1대(1점), 2대(2), 3대(3), 4대 이상(4)

감점사유 -15 -15
지정묘목
생산미달

지정량의 1% 미만(-3점)～10% 이상(-15)

합계 100

자료: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 (산림청 2013).

표 2-11. 대행생산자 지정평가 기준표

2.2. 산림용 묘목 생산 자격 요건 및 종묘 생산업 등록 현황

산림용 묘목 대행생산을 위한 자격요건은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급 구분이 묘목인 자, 1ha 이상의 포지(임차포지 포함)

를 보유한 자, 725m2 이상의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용기묘 생산자에 한함)이

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할지라도 대행 생산자에서 제외되는 단서조항이 있

다. 여기에는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묘목생산 실적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

한 사유 없이 생산지정량의 90%에 미달된 자, 최근 5년 동안 묘목생산을 하

청이나 도급의 형태로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는 자, 산림용 종묘생산과 

관련한 행정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해당한다.

대행생산자 지정을 평가하는 기준표의 중요 평가항목에는 배점비율의 순

서대로 표지 규모, 묘목 생산실적, 양묘 기술력(생산경력), 유묘 보유량, 온실

이나 관수 등 기반시설 유무, 지정묘목 생산미달 유무가 있다. 평가표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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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묘목 생산 경험, 산림용 유묘 유무에 따라 차등적인 점수체계가 있어서 비

록 과거에 생산미달 시 이에 대한 감점항목이 있지만 산림용 묘목 대행생산

자 경험이 있거나 현재 대행 생산자인 양묘업자는 그러하지 않은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행생산자 지정을 위한 평가에서 유리함을 가진다.

2012년까지 산림용 종자와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수는 모두 275명(포지 234명, 시설 41명)이며 2000년대에 들어서 많은 수가 

새롭게 등록하였지만 실제로 묘목을 생산하는 사업자 비율은 20% 내외이다.

표 2-12. 종묘생산업 등록현황

계 196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12

275명 13 34 76 152(55%)

대행생산자 지정 계획
공지

(10월～익년 2월)

․시·도지사
․관보 또는 시·도보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대행생산자 지정
신청서 제출

․종묘생산업자 → 시·도지사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적격자 심사·결정
․시·도지사
․평가기준표에 의함<산림자원과-2482(’04.6.7)>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

대행생산자 지정서
교부

․시·도지사 → 종묘생산업자
․생산수종·수량 지정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

생산묘목 구매계약
․시·도지사 ↔ 종묘생산업자
․묘목생산 당해연도 고시 가격으로 계약
※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16조

↓

계약 묘목 인수(검수) ․종묘생산업자 → 시·도지사

자료: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산림청 2013).

그림 2-2. 대행생산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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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생산자 지정은 모두 시·도지사 책임하에서 매년 이루어진다. 먼저 지

정계획이 10월에서 2월 사이에 공지되면 종묘생산업에 등록한 생산자 중에

서 대행생산을 원하는 경우 지정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후 적

격자 심사과정을 통해 합격한 생산자는 지정서를 교부받고 대행생산을 수행

할 자격을 얻는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묘목 생산량에 따라 구매계약을 체결

하고, 묘목을 생산하면 검수 후 납품하게 된다.

2.3. 산림용 묘목 검사 및 수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하여 산림용 묘목 검사 및 수급이 이루어진다. 생산된 묘목은 지방산림

청장 및 시·도지사가 묘목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소정의 품질 검사 기준에 

합격한 묘목만 수급하도록 되어 있다.

묘목 생산자는 활엽수는 11월, 침엽수는 3～4월경에 주로 굴취한다. 산림

청 훈령에 해당하는 종묘사업실시요령 에 따르면 묘목생산자는 묘목 수급 

계획량을 감안하여 생산한 묘목을 굴취 후, 종자산지별, 수종별, 규격별로 5

만 본 단위로 모집단을 만들어 가식한다. 지정된 묘목검사공무원은 검사하

기 7일 전 묘목 생산자에게 묘목검사 계획을 통보하고, 산림용 묘목규격(종

묘사업실시요령 별표7)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측정) 기준은 간장,

근원경, 근장이다.3 수종별, 묘령별, 재배 방식별로 검사기준이 마련되어 있

지만 일부 수종이나 용기묘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

3 간장은 지표면에서 묘목의 눈까지의 길이를 측정하고, 근장은 뿌리목에서 주근

의 선단까지 길이를 측정하며, 근원경은 뿌리목의 직경을 측정한다. 우수 묘목

을 좀 더 정확하게 선별하기 위해서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을 측정하는 

T/R율이 검사 기준에 추가되어야 한다(최명석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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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주요 산림용 묘목의 규격

수종 묘령 간장 근원경 근장

소나무 1-1 16 5 18

소나무 용기묘(2-0) 25 4

낙엽송 1-0 25 3 18

낙엽송 용기묘(1-0) 18 3

백합나무 1-0 - 8 -

백합나무 용기묘(1-0) - 5 -

편백나무 1-1 27 4 18

편백나무 용기묘(2-0) 33 4 -

자료: 종묘사업실시요령(산림청 2013)에서 주요 조림수종에 대한 규격을 인용하여 

정리함.

가식된 묘목이 산지별, 수종별, 묘령별로 구분 가식되어 있는지 확인 후,

우선 달관조사 하여 불합격 묘목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실시한

다. 검사는 1%에 해당하는 묘목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진행되며 검사결과 규

격묘의 비율이 95% 이상 되어야 그 모집단 전체를 합격묘로 인정받는다.4

검사 묘목의 5% 이상이 불합격 묘목으로 판정된 경우 그 모집단을 불합격 

묘목으로 판정하고, 해당 묘목은 1회에 한해 재선별 후 재검사를 받을 기회

가 부여된다.

조림에 공급하는 산림용 묘목은 종자산지가 검증된 종자로 생산된 묘목 

중에서 묘목검사공무원의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묘목에 한정한다.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묘목은 정해진 건조방지 재료(물수세미, 화학포장 보습제 및 이

끼류)를 이용하여 모두 포장하도록 되어 있고, 묘목검사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았을 시에는 총 포장 수(곤포 수)의 5%를 풀어서 확인할 수 있다.

4 품질검사는 추출된 묘목의 간장, 근장, 근원경을 계측하고 규격 미달묘, 병충해

묘, 연약한 묘, 굴곡묘, 동·상해묘, 형질불량묘 등 불합격 묘목을 가려낸 후 합

격묘 본수와 검사 본수의 비율을 계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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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산림용 묘목 가격 결정 방식 

2.4.1. 묘목 가격 결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산림청장은 12월에 종묘가격을 결정, 고시한다. 묘목가격

은 종자가격, 자재가격, 포지가격 및 임차료, 인건비, 금리, 기업이윤, 재해 

손실비용,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려 결정되는데 최근 5년간 매년 3~5% 정도씩 

인상되어왔다5. 묘목가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시간당 

남자가 여자보다 높으며 매년 3～8%가량 인상되었다. 인건비 다음으로 비용

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은 종묘, 금리, 토지임대료, 비료 순서이다.6

표 2-14. 연도별 묘목 가격 및 인건비 인상률

단위: %, 원

2008 2009 2010 2011 2012

묘목
가격

연도별 인상률 5.0 4.5 3.0 5.0 -

물가
생산 7.3 2.0 3.1 6.2 2.1

소비 4.3 3.3 3.2 4.2 2.6

인건비
남자 65,482 70,655 74,861 79,575 84,402

여자 43,754 47,210 48,313 51,973 55,855

자료: 산림청(내부자료).

5 관련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용기묘 가격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실질가격이 비

슷한 편이나 노지묘 가격은 많이 낮다는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묘목가격은 처

음 가격을 정한 해의 기준가격에 매년 상승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데 2000년대 초에 결정된 용기묘보다 오래 전에 정해진 노지묘 기준가격이 상

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가 고시하는 묘목가

격은 양재동 등의 일반 양묘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60% 수준이다.
6 묘목 생산자는 고용노동력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묘목가격 비목에는 이와 관련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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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산림용 종묘 가격 비용항목 구성과 인상률(2012년)

항목 증감률(%) 구성비(%)

계 100.0

인건비 인건비 6.9 57.1

재료비

소계 24.1

종자·유묘 가격 6.6 22.2

비료가격 8.9 1.2

농자재가격 2.9 0.3

유류가격 7.3 0.1

농약가격 13.6 0.2

농기계·기구 가격 2.1 0.1

기타

소계 18.8

기업이익 - 12.0

금리 - 3.0

토지가격 0.1 1.8

재해손비 - 2.0

자료: 산림청(내부자료).

성묘, 용기묘, 유모, 종자의 가격이 별도로 공지되며 종자는 재해손비와 기

업이윤이 제외된 기준가격을 공지한다. 묘목가격은 검사합격률 95% 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가격이며 포장 후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이다.

묘목 가격산정을 위해 이용되는 종자가격은 산림청에서 제시한 전년도 종

자가격을 적용한다. 자재대의 항목은 비료대, 농약대, 포장·방한용 등 각종 

시설 자재비로 구성되고, 수종별 양묘 시 자재비용은 산림청 예규 제577호

(종묘사업실시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묘사업기준일람표’와 농가구입 가

격지수 등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포지가격은 건설교통부 고시지가를 적용한

다. 인건비는 경운, 정지, 조상, 파종, 이식 접삽목, 시비, 약제 살포, 제초, 솎

음, 곁순 따기, 감독, 관수, 배수로 수리, 일복시설, 일복제거 등 작업에 소요

되는 비용으로 작업별 사업회수 및 노동소요량은 산림청 예규 제577호(종묘

사업실시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묘사업공정일람표’를 적용한다. 금리는 

임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이윤은 양묘사업 묘목생산비계의 12%(11%)가, 재

해손비는 묘목생산비계의 2%가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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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묘목 가격 비교

같은 재배기간을 가진 노지묘와 용기묘의 가격을 비교하면 용기묘의 가격

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시설양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재와 시설비용

이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지묘 기준가격은 용기묘보다 과거에 결정

되었고, 용기묘는 용기묘 생산을 시작한 2000년대에 조사된 가격을 기준으

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종 묘령 가격 비고

낙엽송 1-1 490,000

상수리나무 1-0 432,000

소나무 1-1 288,000

소나무 1-1-1 1,890,000

소나무 1-1-2 3,102,000 분뜨기 묘목

편백 1-1 454,000

편백 1-1-1 794,000

주: 용기묘 가격과 비료를 위해 용기묘에서 가격이 공지된 묘목 위주로 제시함.

표 2-16. 주요 노지묘 가격(2012년)
단위: 원/천 본

표 2-17. 주요 용기묘 가격(2012년)
단위: 원/천 본

수종 묘령 가격 비고

낙엽송 2-0 649,700

상수리나무 1-0 463,100

소나무 1-0 249,600

소나무 2-0 564,400

소나무 2-2 3,212,700 용기 대묘

편백 2-0 573,100

편백 2-2 3,324,800 용기 대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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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묘목가격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나라별로 묘령과 수종이 달라 직

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최명석(2011)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묘

목가격이 낮은 수준이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지 소나무 1-1묘 가

격이 222원/본, 편백 1-1묘 가격이 357원인 반면에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

에서 상대적으로 재배기간이 짧은 시설재배 lodgepole 소나무 1-0묘 가격은 

150원, 미송 1-0묘 가격은 565원이다. 묘목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종자가

격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캐나다 Vernon Seed Orchard

Company(VSOC)에서 판매하는 채종원 종자가격은 가문비류가 406만 원/kg,

소나무류가 595만 원/kg으로 우리나라의 채종원 종자가격은 전나무 20만 원

/kg, 소나무 13만 원/kg과 비교하면 20～45배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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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용 묘목 생산 방식7

2012년 현재 조림용 묘목생산에 있어서 노지양묘와 시설양묘의 비율은 약 

85:15 정도이며 산림청은 시설양묘 비율을 계속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

내에서 시설양묘는 1996년 강원도 고성지역 대규모 산불 피해지에 복원조림

을 위해 중부임업시험장을 중심으로 소나무 용기묘를 생산하는 데서 시작되

었다. 2000년 들어 활엽수 조림을 장려하면서 상수리나무 용기묘 생산이 시

작되었고, 2002년부터 민간양묘장에 간이온실이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면서 

확대되었다.

정부가 설정한 국내 양묘산업 발전의 기본적인 토대가 시설양묘와 같은 

안정적인 묘목생산 체계로의 전환 확대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노지양

묘와 시설양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생산방식별 경제성 비교를 생산과 생

산 이후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한다.

노지양묘는 전통적인 양묘방법으로 자연토양인 야외포지에서 노지묘를 생

산하는 방법을 말하며, 시설양묘는 특수 설계된 용기에 종자를 파종한 후,

묘목이 건전하게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절하여 단기간에 묘목을 대량생

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용기묘는 시설양묘로 생산된 묘목을 말하며, 다양한 

형태, 재질, 크기의 용기를 사용하여 생산된다.

7 이 내용은 김종진(2013)에게 원고 위탁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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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지양묘

노지양묘는 노동집약적인 양묘방법으로 초기 시설투자비가 적고, 묘목생

산단가가 낮고, 고도의 재배기술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넓

은 면적의 양묘장이 필요하며, 묘목이 홍수·집중강우·태풍·한발과 같은 자연

재해를 입기 쉽고, 포지에 잡초의 발생이 많아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며, 나

근묘를 생산하기 때문에 조림 후 활착 및 생육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봄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즉시 조림하기 때문에 식재시기가 한정되며, 묘목 굴

취와 반출로 인해 묘포토양의 손실이 매년 발생하며, 병해충의 피해도 큰 편

이다.

노지양묘는 양묘장 부지를 확보한 경우 많은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크게 

들이지 않고 묘목을 생산할 수 있지만 최근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

승으로 인한 양묘 인력수급이 어려운 문제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

표 3-1. 노지양묘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① 묘목을 조림지까지 대량으로 운반
가능
② 뛰어난 환경적응력

① 양묘 노동력이 많이 필요
②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에 취약
③ 연작과 장기간 사용에 따른 묘포
토양의 노후화 및 토양개량의 한계
④ 기후변화에 따른 계속적으로 새로
운 재배기술 필요

자료: 최명석 등(2011), 산림용 묘목 품질 인증 도입방안.

1.2. 시설양묘

시설양묘의 장점은 좋은 재배면적에서 단기간 균일한 묘목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조림 후 활착율과 생장이 양호하고, 시설온실 내부에서 양묘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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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상변화에 대처하기가 쉽고, 잡초의 발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들며, 일 년 내내 조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재시기가 길고, 인공토양

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손실이 없고 병해충이 적다는 것이다.

시설양묘는 종자파종, 관수 및 시비, 생육환경조절 등을 자동 또는 반자동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노지양묘와 같은 집약적인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으

며, 양묘 일정에 따라 노동력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시설양묘 

시업에 있어서 종자파종 및 용기운반 배치, 용기묘 포장에 인력의 대부분이 

필요하고, 묘목 생육관리에는 소수의 작업인부만이 필요하다. 시설양묘는 계

절 및 기후조건에 상관없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재계획에 따라 수립

되는 생산계획에 의해 생산되므로 생산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용기묘의 식재기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시설

양묘장 부지 및 토양 조건은 노지양묘와 비교하여 덜 엄격하다.

단점은 우선 시설온실, 용기, 생육상토, 관수 및 시비시설 등의 구축 및 구

입으로 인하여 초기투자비가 높다는 것이다. 시설양묘는 일반적으로 작은 

용적의 생육상토에서 양묘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관수, 시비 및 온도제어

가 요구된다. 용기에서 생육한 묘목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용기묘를 운반·수

송할 때 상대적으로 노지묘보다 불편하다. 잡초와의 경쟁이 심한 입지에서 

침엽수 용기묘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식재하기 위해서는 조림지

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시설양묘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고, 지금까지 지적한 노지양

묘와 시설양묘의 장단점을 기본으로 하여 양묘체계를 선택할 때 고려할 요

인들을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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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시설양묘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① 조림활착률을 높일 수 있다.
② 식재시기에 제한을 받지 않아
연중 조림이 가능하다.

③ 식재 직후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
지속적인 생장을 유지시킬 수 있다.
④ 식재묘령을 낮출 수 있다.
⑤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다.

① 묘목 생산 단가가 높아진다.
② 용기 묘목을 조림지까지 운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③ 곧은 뿌리가 없이 잔뿌리가 과다
하게 많고 뭉쳐 있어 식재 후 뿌리가
썩기 쉽다.
④ 활엽수는 침엽수 묘목보다 크기가
커서 용기묘 생산이 용이하지 않다.
⑤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든다(온실, 관
정, 살수시설).

자료: 최명석 등(2011) 산림용 묘목 품질 인증 도입방안.

표 3-3. 시설양묘와 노지양묘 선택 시 고려 요인

고려사항 노지양묘 시설양묘

ㆍ위도/고도
낮은 위도
낮은 고도

높은, 낮은 위도
높은, 낮은 고도

ㆍ초기 자본투자
높은 토지 비용
기계화 정도에 따라 시설비용
이 다양함

낮은 토지 비용
구조와 설비가 고가
최소한의 토지 준비

ㆍ토지 여건
보다 많은 토지 필요
낮은 묘목생산량

보다 적은 토지 필요
높은 묘목생산량

ㆍ토양 품질
중요함
물리·화학적 요인 필히 점검

중요하지 않음
인공생육상토 사용

ㆍ수 량 많은 양을 요구 적은 양을 요구

ㆍ수 질 좋은 물이 절대적임 좋은 물이 바람직함

ㆍ인 력 많은 인력이 필요 소수의 전문 인력

ㆍ기계 및 설비 양묘장에 따라 다름 온실 형태에 따라 설치

ㆍ종자 효율성 종자 효율성이 떨어짐 종자 효율성 향상

ㆍ묘목회전 기간 1～5년 5개월～2년

ㆍ묘목 특성
보다 넓은 생육공간을 가진
활엽수종

소립종자, 낮은 발아율, 직근
성 수종(최대 효과 발휘)

ㆍ병충해
토양 병원균·환경적인 위험이
많음

극소수의 병충해, 환경적인 위
험이 적음

ㆍ묘목 저장 적은 저장 공간 큰 저장 공간

ㆍ식재지역 수송 가볍고 맞춤 포장 가능 용적이 크고 무거움

ㆍ식재지역 여건
수송 피해 많음
묘목이 적절한 지역에 적합

수송 피해 적음
높은 활착률

ㆍ식재 시기 짧은 식재 시기 폭넓은 식재 시기

자료: 산림청(2010) 시설양묘정책 및 발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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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묘목 생산방식에 따른 경제성 비교 

1.3.1. 묘목의 생산성 비교

산림용 묘목생산은 노지양묘 또는 시설양묘 방식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아직은 노지양묘가 대부분이고 시설양묘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는 11.1%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그 비율의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서는 시설양묘와 노지

양묘 방식의 비교를 묘목생산 시기와 생산 이후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알아본다.

소나무 용기묘 1-0과 2-0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각각 506본/㎡, 205본/㎡

으로 노지묘 1-1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72본/㎡과 비교하면, 용기묘 1-0은 

11.5배, 용기묘 2-0은 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그림 3-1>. 상수리

나무 용기묘 1-0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6본/㎡으로 노지묘 1-1의 단위면

적당 생산량 40본/㎡과 비교하면 4.9배 높았으며, 낙엽송 용기묘 2-0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196본/㎡으로 노지묘 1-1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50본/㎡과 

비교하면 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백 용기묘 2-0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은 310본/㎡으로 노지묘 1-1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45본/㎡과 비교하면 약 6.9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묘형태 수종 묘령 생산본수 비고

시설양묘

소나무
1-0 506 104구 용기(67㎖/구)

2-0 205 40구 용기(250㎖/구)

상수리나무 1-0 196 24구 용기(350㎖/구)

낙 엽 송 2-0 196 24구 용기(320㎖/구)

편백 2-0 310 28구 용기(300㎖/구)

노지양묘

소나무 1-1 72

상수리나무 1-0 40

낙 엽 송 1-1 50

편백 1-1-1 45

자료: 종묘사업실시요령(산림청).

표 3-4. 시설양묘와 노지양묘의 단위면적당 생산본수 비교

단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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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용기묘와 노지묘의 생산성 비교

소나무 용기묘 2-0 ㎡당 315본 생산 소나무 노지묘 1-1 ㎡당 72본 생산

상수리나무용기묘 1-0㎡당 196본 생산 상수리나무 노지묘 1-0㎡당 40본 생산

자료: 김종진(2013). 양묘산업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묘목생산 체계 분석.

또한 용기묘는 생산시업과정을 통하여 종자 소요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

킬 수 있어 한정된 우량종자를 좀 더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나무 용

기묘 1-0과 2-0의 경우 종자 2립당 용기묘 1본을 생산하며, 노지묘는 종자 

2.7립당 노지묘 1본을 생산한다. 따라서 소나무 용기묘가 노지묘보다 종자의 

효율성이 약 1.4배가량 높다. 소나무와 같은 소립종자에서의 높은 효율성은 

낙엽송, 삼나무, 편백 등의 종자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세립종자 노지양묘 시 종자파종, 복토 및 발아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

한다면 시설양묘의 종자이용 효율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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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조림 및 식재 후 관리비용 비교

소나무 용기묘 2-0과 노지묘 1-1의 조림 및 식재 후 관리비용을 분석한 결

과 조림비와 풀베기 비용만을 고려할 때 용기묘가 노지묘보다 비용이 78만 

1,875원/ha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묘목단가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용기묘 조림 및 식재 후 관리비용이 노지묘보다 30만 1,125원/ha

많다. 묘목단가, 조림비 및 식재 후 관리비용에 활착률에 따른 손실 조림 및 

묘목비용까지 모두 고려하는 경우에는 용기묘가 노지묘에 비해 경제적이다

<표 3-5>.

표 3-5. 소나무 용기묘 2-0, 노지묘 1-1 조림 및 사후관리 비용 단계별

비교

비교기준 비교결과

조림비+풀베기비용 용기묘가 노지묘보다 78만 1,875원 적음

조림비+풀베기비용+묘목단가 용기묘가 노지묘보다 30만 1,125원 많음

조림비+풀베기비용+묘목단가+손실비용 용기묘가 노지묘보다 35만 9,163원 적음

주: 노지묘 활착률은 가장 높은 80%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비용 산정함.

소나무 용기묘 2-0은 노지묘 1-1보다 묘목단가가 361원/본 더 높고 조림비

도 129만 1,507원/ha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풀베기 작업

비는 용기묘의 생육상황이 노지묘보다 좋기 때문에 노지묘와 비교하면 더 

낮다. 보통 침엽수의 풀베기 작업은 묘목 식재 후 3~4년간 6~8회 실시하는데 

용기묘가 6회, 노지묘가 8회 실시하는 기준으로 보면 용기묘가 풀베기 작업

비에 207만 3,382원/ha 적게 들어간다. 그리고 소나무 용기묘 2-0과 노지묘 

1-1의 현지 활착률을 비교하면, 조사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활착률은 용

기묘 2-0이 95% 이상, 노지묘 1-1이 60% 이상으로 용기묘의 활착률이 높다

<표 3-6>.

용기묘와 노지묘의 비용 차이는 사실상 식재 현지에서의 적응력, 즉 활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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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장 면에서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나무 용기묘 2-0

이 노지묘 1-1보다 현지 식재 후 활착 및 생장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조림 

식재지역이 열악할수록 이 차이는 더욱 더 확연할 것이다.

노지묘는 굴취작업 시 뿌리가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현지 식재 시 활착률

과 초기생장이 저조한 경향이 있는 반면 용기묘는 뿌리가 생육상토와 견고

하게 밀착되어 현지에서 식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활착률과 초

기 수고생장을 보여준다.

표 3-6. 소나무 용기묘 2-0, 노지묘 1-1의 조림 및 사후관리 비용 구성

단위: 원

구 분
소나무 노지묘

1-1
소나무

용기묘 2-0
비고

◦ 묘목단가(원/본) 288 649 용기묘 ▲ 361

◦ 활착률(%) 60～90% 95%

◦ 조림비 4,329,427 5,620,934 용기묘 ▲ 1,291,507

◦ 풀베기 용기묘 6회
노지묘 8회

8,293,528 6,220,146
용기묘 ▼ 2,073,382

◦ 손실된 조림비용
(활착률 100% 기준)

▼ 216,471 ▼ 281,047 활착율 95%

▼ 865,885 노지묘 80%

▼ 1,731,771 노지묘 60%

◦ 손실된 묘목비용
(활착률 100% 기준)

▼ 43,200 ▼ 97,350 활착율 95%

▼ 172,800 노지묘 80%

▼ 345,600 노지묘 60%

주: 조림비, 풀베기는 3,000본/ha 기준임. 풀베기 1회 비용은 1,036,691 기준임.

자료: 산림자원사업계획(산림청 2013).

소나무 용기묘 2-2와 노지묘 1-1-2의 조림비용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 용기

묘 2-2은 노지묘 1-1-2보다 묘목단가가 110원/본 더 높고, 조림비도 39만 

3,534원/ha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7>.

노지묘 1-1-2는 대묘로 분뜨기 작업을 한 후 식재지로 운반되고 있다. 이 

분뜨기 작업의 과정에서 많은 뿌리가 잘려나가고, 작업 중 또는 이동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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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거치기간에도 분이 손상되거나 건조피해가 유발되어 식재된 후 활착이 

저조하며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소나무 용기대묘인 

용기묘 2-2는 뿌리 발달이 뛰어나며, 분뜨기 작업이 필요 없고, 계절적 조림

시기에 관계없이 식재가 가능하고 가벼워 조림에 매우 적합한 장점이 있다.

표 3-7. 소나무 용기묘 2-2, 노지묘 1-1-2의 조림단비 비교 (2013년)

단위: 원

구 분
소나무 노지묘 1-1-2 소나무 용기묘 2-2

공 정 단 가 내 역 공 정 단 가 내 역

1. 재료비 14,396,743 14,790,277

가. 묘목대 9,610,789 9,940,789

나. 유류대 등 3,000 3,102 9,306,000 3,000 3,212 9,636,000

2. 노무비 304,789 304,789 304,789

가. 직접노무비 1,937,207 1,937,207

나. 간접노무비 21인 1,748,382 21인 1,748,382

3. 경비 371,255 375,347

가. 운반비 34,980 34,980

나. 기계경비 24,948 24,948

다. 산재보험료 8.0% 1,937,207 154,976 8.0% 1,937,207 154,976

라. 고용보험료 0.8% 1,937,207 15,497 0.8% 1,937,207 15,497

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4% 11,359,171 140,854 1.24% 11,689,171 144,946

4. 일반관리비 6.0% 11,919,251 715,155 6.0% 12,253,343 735,201

5. 이윤 15.0% 3,023,617 453,543 15.0% 3,047,754 457,163

6. 총원가 13,087,948 13,445,706

7. 부가가치세 10.0% 13,087,948 1,308,795 10.0% 13,445,706 1,344,571

8. 사업비합계 14,396,743 14,790,277

주: 조림본 수는 3,000본/ha기준임. 직접노무비는 조림예정지정리 9인, 식재 12인임.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0.8%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무비의 0.8%임.

자료: 산림자원사업계획(산림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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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용 묘목 생산자 경영 현황8

산림용 묘목 생산자의 경영현황 및 산림사업에 관한 제도와 관련한 의견

을 분석하도록 한다. 산림용 묘목 생산자(그룹 1)의 경영 현황과 향후 경영 

의사를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그룹 2)와 비교 분석하여 상대적인 차이점을 

알아본다. 일반현황, 수입/비용부문, 경영의사와 정책 만족도 등 3가지 카테

고리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한다.

분석은 산림청의 산림용 묘목생산(양묘업)에 대한 ‘임업경영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토대로 수행되었다.9 산림용 묘목생산(양묘업)에 대한 ‘임업경영실

태조사’는 최근 2012년에 실시되었고, 2007년, 2002년을 포함하여 3번에 걸

쳐 이루어져 경영 현황 분석 및 과거 조사결과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2012년 ‘임업경영실태조사’에서 그룹 1은 모집단 45개에서 표본 수는 30이

고, 그룹 2는 모집단 1,039 중에서 표본 수는 198이다.

2.1. 경영 현황과 경영 의사

표본의 연령대는 산림용 묘목생산자는 60대가 38.5%로 가장 많고, 비산림

용 묘목 생산자는 50대가 35.3%로 가장 많다. 지역적으로는 두 그룹 모두 전

라, 경상, 충청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산림용 

묘목 생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원권 비율이 높은 편이다.

8 산림용 묘목의 15%가량은 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유양묘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여기서는 산림용 묘목의 대부분을 대행하여 생산하는 민간생산자를 중심

으로 현황분석을 한다.
9 분석 결과는 산림용 묘목 생산자에 대한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수

정, 보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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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그룹 1 13.3 6.7 20.0 28.9 31.1

그룹 2 8.4 15.0 18.8 36.1 21.8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구분 그룹1 그룹2

양묘장 면적 6.8 1.5

양묘장 소유기간 27.9 13.5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표 3-8. 양묘업자 표본 연령별 분포

구분 40대 이하 50대 60대 70세 이상

그룹 1 15.9 13.7 38.5 31.9

그룹 2 15.4 35.3 28.8 20.4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표 3-9. 양묘업자 표본 지역별 분포

산림용 묘목 생산자의 양묘장 소유기간은 평균 27.9년으로 2002년의 22년,

2007년의 26.9년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양묘장의 평균 

면적은 약 6.8ha이며 이 중 소유 면적이 4.4ha이고, 임차면적은 약 2.4ha 정도

로 나타났다. 2007년 6.3ha에 비해 면적이 다소 넓어졌으며, 2002년의 평균면

적 약 7ha와 비슷한 수준이다. 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

에 비해 양묘장 소유기간이 길고, 면적도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양묘장 면적과 소유기간 비교

묘목생산주기를 보면 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대부분 매년 묘목을 생산하는 

반면에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부정기적으로 묘목을 생산하는 비율이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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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묘목생산주기
단위: %

그룹 1 그룹 2

구분 매년 생산 부정기적 생산 매년 생산 2～3년마다 부정기적 생산

93.3 4.4 24.2 18.7 50.8

주: 기타는 미비하여 표기하지 않음.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평균적으로 산림용 묘목 생산자가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보다 넓은 면적을 

양묘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두 경우 모두 50대의  운영 면적

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많았다.

표 3-12. 양묘장 운영 면적
단위: ha

그룹 1 그룹 2

구분 총면적 소유면적 임차면적 총면적 소유면적 임차면적

전체 6.78 4.40 2.38 1.56 1.18 0.37

50대 13.62 10.51 3.11 1.69 1.26 0.43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반면에 양묘장 면적의 사용비율에서는 80% 이상을 이용하여 묘목을 생산하

는 비율이 50대의 경우 그룹 평균보다 낮았다. 양묘장 면적의 사용비율은 전반

적으로 산림용 묘목 생산자가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보다 높아 수요처의 안정

적 확보라는 이점이 양묘장 이용 정도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표 3-13. 양묘장 면적의 생산이용 정도
단위: %

그룹 1 그룹 2

구분 40% 미만 40～79% 80% 이상 40% 미만 40～79% 80% 이상

전체 11.5 27 61.5 23.7 17.1 45.5

50대 35.1 16.2 48.6 23.7 18.3 43.4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10 그룹1의 양묘장 이용 정도는 생산자의 사업계획보다는 산림용 묘목 대행생산 

지정량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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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묘목 생산자가 재배하는 양묘수종 종류는 평균적으로 17종으로 나

타났고, 절반 정도(51.1%)가 10수종 이상을 재배하고 있다. 재배하는 평균 양

묘본 수는 약 111만 8,211본이고 산림용 묘목 대행생산자의 절반 정도

(48.1%)가 매년 100만 본 이상을 재배,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7년의 67.6%와 비교하면 크게 감소하였다.

산림용 묘목 생산자의 겸업현황은 ‘양묘업만 전업’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

(47.8%)로, 2007년 50.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겸업 시 주 업종은 조

경업으로 39.7%를 차지하였는데 2007년에는 겸업 시 업종으로 농수축산업인 

경우가 약 58.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던 것과 차이를 나타냈다. 산림용 

묘목 생산자의 묘목생산 전업비율이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에 비해 높았다

(그림 3-2).

산림용 묘목 생산자의 양묘장 관리방법으로는 본인 직접관리 형태가 74.4%

를 차지하는데, 2007년 94.1%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관리인을 고용하여 관리

하는 방식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양묘장

이 분산되어 있어 관리인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묘목 생산자 겸업비율 비교(2012년)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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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대부분 종자를 ‘정부 관련부서(95.6%)’에서 수급하

고 있으며, 일부 정부 납품 이외의 자유생산을 위해 ‘종자 공급업자(4.4%)’에

게 수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주로 종

자공급업자에게서 종자를 공급받으며 직접 채취하는 경우도 35.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양묘종자 수급처

그룹 1 그룹 2

구분 정부관련부서 종자공급업자 정부관련부서 종자공급업자 직접채취

95.6 4.4 9.6 54.1 35.8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산림용 묘목 생산자의 묘목 판매방식은 ‘국가대행 생산(80.0%)’으로 납품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007년 국가대행생산이 98.2%인 것과 비교

하면 자유생산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반면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대부분 

자유생산이고 일부 국가대행 생산(3.1%)과 위탁생산(3.4%)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산림용 묘목 생산자의 양묘 관련 기술정보는 ‘국립산림과학원 양묘 연구

실(38.9%)’과 ‘산림청(29.3%)’, ‘한국양묘협회(27.4%)’에서 주로 얻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07년 ‘국립산림과학원(44.1%)’, ‘한국양묘협회(44.1%)’에 비

해 산림청에서 관련 기술을 얻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양묘기술 주요 습득 매

체로는 ‘한국 양묘협회 세미나(84.4%)’를 통해 습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고, ‘연구기관 세미나 및 간행물(15.6%)’이 다음을 차지하였다. 2007년 조사 

시에는 그 비율이 ‘한국 양묘협회 세미나(52.9%)’와 ‘연구기관 세미나 및 간

행물(38.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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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산림용 묘목 생산자 경영 현황 추이

구분 2007년 2012년 비고

경영형태 41.2% 51.5%
3ha 이상 산림을
소유한 일반산주 비율

소유기간 26.9년 27.9년

양묘장
소유면적

6.3ha
(임차: 3.0ha)

6.8ha
(임차: 2.4ha)

양묘수종
보유현황

10종 이상 재배
(51.0%)

10종 이상 재배
(51.1%)

겸업현황
다른 업종과 겸업
50.0%

다른 업종과 겸업
52.2%

겸업 시
주 업종

농수축산업
(58.8%)

조경업
(39.7%)

양묘장
관리방법

직접관리
(94.1%)

직접관리
(74.4%)

관리인 고용관리 증가
( 5.9% -> 25.6% )

양묘종자
수급처

정부관리부서
(91.2%)

정부관리부서
(95.6%)

묘목
수급주체

국가대행생산
(98.2%)

국가대행생산
(80.0%)

자유생산 비중 확대
( 1.8% -> 17% )

양묘기술
정보습득

국립산림과학원
(44.1%)
한국양묘협회
(44.1%)

국립산림과학원
(38.9%)
산림청(29.3%)
한국양묘협회
(27.4%)

산림청 비중 확대

양묘기술
주요습득
매체

1. 한국양묘협회
세미나 (52.9%)

1. 한국양묘협회
세미나 (84.4%)

연구기관세미나 및
간행물 비중 축소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07; 2012).

2.2. 산림용 묘목 생산의 경제성 분석

산림용 묘목 생산자의 총 수입은 평균 4억 원 정도이고, 이 중에서 양묘업

을 통한 수입이 총 수입의 71.2%인 2억 8,113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연간 총 소득은 평균 2억 4,200만 원이었고, 이 중 양묘업 소



산림용 묘목 생산방식과 생산자 현황38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득은 평균 2억 1,400만 원 수준이었다. 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에 비하여 양묘업 수입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그림 3-3. 묘목 생산자 수입 비교(2012년)

산림용 묘목 생산자가 2012년에 양묘업에 투입한 총 비용은 평균 2억 

6,104만 원이며, 세부 항목별로는 인건비 지출이 1억 4,028만 원으로 가장 많

았다. 2007년에는 평균 비용이 1억 3,35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

하는 비중이 53.8%였다. 2012년의 투입비용은 2007년과 비교하면 약 2배 정

도 증가하였다.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에서도 인건비 비중이 생산비의 50%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인건비가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산림용 묘목, 비 산

림용 묘목 생산자 모두에서 재배면적이 커지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11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면적이용비율, 묘목생산주기, 노동투입기간, 겸업전업

비율 등에서 산림용 묘목 대행생산자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수입과 생산비용

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연구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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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묘목 생산자 생산비 현황(2012년)

단위: 천 원

총비용 인건비
장비
운영비

시설
유지비

재료비 임차료 기타

그룹 1 261,035 140,278 22,752 36,067 47,839 10,988 3,111

그룹 2 12,189 6,211 1,609 850 2,485 960 74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표 3-17. 산림용 묘목 생산자 수입, 비용

단위: 천 원

2007 2012 비고

가구 총수입 242,000 400,000

양묘업 수입 214,000 281,130

양묘업 비용 133,500 261,040
2007년에
비해 2배 상승

순 수입 80,500 20,090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07; 2012).

표 3-18. 재배면적에 따른 비용 비교

단위: 천 원, %

　 면적별 총비용 인건비
장비
운영비

시설
유지비

재료비 임차료 기타

그
룹
1

1～3ha

(비율)

107,880

(100)

49,600

(46)

11,400

(11)

24,000

(22)

14,120

(13)

8,760

(8)
0

3ha 이상

(비율)

280,179

(100)

151,613

(54)

24,171

(9)

37,575

(13)

52,054

(19)

11,266

(4)

3,500

(1)

그
룹
2　

1～3ha

(비율)

16,959

(100)

7,288

(43)

2,534

(15)

1,294

(8)

3,649

(22)

2,179

(13)

14

(0)

3ha이상

(비율)

44,838

(100)

24,798

(55)

7,281

(16)

3,065

(7)

6,122

(14)

3,138

(7)

435

(1)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묘목생산을 위해 노동력을 고용한 일수 및 노임을 비교한 결과 고용일수

는 산림용 묘목 대행생산자가 현저히 많은 반면, 일일 노임은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의 경우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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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노동력 고용 일수와 임금 수준(특수인부)

단위: 일/년, 천 원/일 

고용-남자 고용-여자

고용일수 임금 고용일수 임금

그룹 1 97.1 155.8 180 70

그룹 2 6.9 198.8 11.9 116.1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산림용 묘목 생산자의 묘목 생산 규모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여부

를 순 수입 측면과 단위면적당 투입비용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양묘순수입

을 양묘수입으로 나눈 수익률로 보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단위면적당 투입비용이 재배면적이 

커감에 따라 줄어들어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는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동일한 내용의 분석을 양묘를 전업으로 하는 산림용 묘목 생산자만을 대

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용 측면에서

만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묘를 전업으로 하는 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전체 평균 단위면적당 투입보다 더 많은 생산비용을 지출하고 이

를 통해 전체 산림용 묘목 생산자의 평균보다 더 많은 수입을 거두어 순 수

입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산림용 묘목 생산자 재배규모별 수입, 비용

단위: 만 원, ha

재배면적 1∼2 2∼4 4∼6 6∼8

양묘수입 18,367 23,786 37,199 39,167

투입비용 13,907 21,243 29,516 35,467

양묘순수입 4,460 2,543 7,683 3,700

수익률 0.24 0.11 0.21 0.09

단위면적당
투입비용

9,271 7,081 5,903 5,067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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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전업 산림용 묘목 생산자 재배규모별 수입, 비용

단위: 만 원, ha

재배면적 1∼4 4∼6 6∼8

양묘수입 27,000 40,714 47,500

투입비용 22,883 32,887 40,925

양묘순수입 4,117 7,827 6,575

수익률 0.15 0.19 0.14

단위면적당
투입비용

7,627 6,577 5,846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2.3. 경영의사와 정책만족도

산림용 묘목 생산자의 양묘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6개 정책(기술지원 정책,

재정지원 정책, 묘목가격 정책, 종자관리 정책, 시설양묘 정책, 묘포기계화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2012년 양묘사업 정책평가에서는 기술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49.6%가 ‘잘함’이라고 응답하였고, 재정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52.2%가 ‘미흡함’이라고 응답하였다. 묘목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88.9%가 ‘미

흡함’이라고 응답하였고, 2007년 양묘 관련 정책 중 가장 미흡한 부분이라 

조사된 묘목가격정책에 대해 82.3%가 ‘미흡함’이라 답한 것에 비교해 부정

적인 의견이 많았다12. 종자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43.3%가 ‘미흡함’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007년에 비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으며, 이는 종자별 우

량임분 지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설양묘 정

12 2011년은 기상 악화로 난대수종(삼, 편백 등) 350여만 본이 고사하였고 이로 

인해 계획된 식재면적에 묘목수급에 차질이 생겼다. 이것을 하자보수로 볼 것

인가 아니면 재해로 볼 것인가를 두고 생산자와 정부 간에 이견이 생겨 생산자

들의 불만이 높았던 한 해이다(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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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관해서는 41.5%가 ‘미흡함’이라고 응답하였고,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

에 따라 시설양묘로의 전환 욕구가 높음을 나타냈다.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묘포기계화정책에 대해 ‘미흡함’이라는 의견이 64.1%로 ‘잘함’의 

11.1%보다 많았다. 전반적으로 양묘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가장 중요한 양묘작업에 대해 ‘우량 종자 확보

(36.3%)’, ‘수종선정(23.0%)’, ‘파종/방제/시비 등 양묘기술(22.6%)’ 순서로 대

답하였다. 2007년에는 ‘우량 종자 확보(41.2%)’, ‘수종선정(26.5%)’, ‘묘목 생

산시설(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가장 

중요한 양묘작업으로 ‘수종선정(49.9%)’, ‘우량종자 확보(22.8%)’, ‘파종/방제/

시비 등 양묘기술(16.8%)’ 순서로 대답하여 정부에 의해 수종이 결정되는 산

림용 묘목 생산자와 비교하여 수종선정을 본인들이 직접 해야 하는 비산림

용 묘목 생산자는 수용예측과 수종선정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양묘작업 중요도
단위: %

구분
우량 종자
확보

수종선정
파종/방제/시비
등 양묘기술

기타

그룹 1 36.3 23.0 22.6 18.1

그룹 2 22.8 49.9 16.8 10.5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효율적인 양묘비용 절감대책으로 노동력 부족을 보

완할 수 있는 ‘작업 기계화(35.9%)’, ‘양묘시설 개선(32.2%)’, ‘기능인력 확보

(24.8%)’ 순서로 응답하였다. 2007년에도 ‘양묘시설 개선(44.1%)’, ‘작업 기계

화(38.2%)’ 등을 중요한 대책으로 선택하였다.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이에 

대해 양묘기술 개선(30.8%), 기능인력 확보(26%), 양묘시설 개선(20.6%) 순서

로 답하여 기술개선에 대한 의지가 더 있거나 또는 산림용 묘목 대행생산자

에 비해 필요한 기술 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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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시설양묘를 이용하는 비율이 산림용 묘목 생산자

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시설양묘의 필요성을 덜 느끼거나 정부의 시설양

묘 보조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 시설양묘 전환의사 비율이 현저히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양묘를 하고 있는 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시설양묘

로의 전환 계획이 있는 경우가 78.8%인 반면에 노지양묘를 하는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그 비율이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양묘로 변환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노동력 부족(71.4%)’, ‘수익률 증대(15.9%)’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23. 묘목 재배 방식
단위: %

그룹 1 그룹 2

노지양묘만 함 6.7 88.6

노지와 시설을 병행 82.2 10.8

시설양묘만 함 11.1 0.6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표 3-24. 시설양묘 전환 의사
단위: %

그룹 1 그룹 2

시설양묘 전환 예정 78.8 10.5

노지양묘 계속 16.3 66.8

아직 생각해본 적 없음 5.0 22.7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향후 사업규모 확대와 관련해서는 산림용 묘목 생산자의 63.0%가 ‘현 상

태 유지’를 응답하였고, 줄일 계획이라는 의견도 23.3%를 차지하였다. 2007

년에는 73.5%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양묘업을 ‘줄일 

계획’이라는 임가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낮은 수익률(50.7%)’, ‘노동력 

부족(49.3%)’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양묘업의 애로사항으로 대부분이 ‘노동력 부족

(80.0%)’을 응답하였으며, 그 비율은 2002년 39%, 2007년 73.5%에 비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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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12 비고

잘함 보통 미흡 잘함 보통 미흡

대부분
‘미흡’하다는
응답이 2007년
대비 늘어남.

양
묘
정
책

기술지원 50.0 32.4 17.6 49.6 20.4 30.0

재정지원 50.0 14.7 35.3 27.0 20.7 52.2

묘목가격 2.9 14.7 82.3 2.2 8.9 88.9

종자관리 50.0 20.6 29.4 27.4 29.3 43.3

시설양묘 44.1 29.4 26.5 31.9 26.7 41.5

묘포기계 35.3 26.5 38.2 11.1 24.8 64.1

향후 양묘사업 계획
조림수종 위주의 양묘
(58.8%)

조림수종 위주의 양묘
(63.7%)

중요 양묘
작업 단계

1.우량종자 확보(41.2%)
2. 수종선정(26.5%)
3. 묘목 생산시설(23.5%)

1. 우량종자확보(36.3%)
2. 수종선정(23.0%)
3. 파종/방제/시비 등
양묘기술(22.6%)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가 지남에 따라 노동력 부족의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

고 있다. 반면에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노동력 부족보다 더 큰 애로사항으

로 안정적인 판로 미확보를 지적하여 민간묘목시장의 변동에 따른 묘목 판

매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4. 묘목 생산자 애로사항 비교(2012년)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표 3-25. 산림용 묘목 생산자의 경영의사와 정책만족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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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12 비고

잘함 보통 미흡 잘함 보통 미흡

양묘비용
절감대책

1. 양묘시설개선(44.1%)
2. 작업 기계화(38.2%)

1. 작업 기계화(35.9%)
2. 양묘시설 개선
(32.2%)
3. 기능인력 확보
(24.8%)

시설양묘
전환의사

시설양묘 전환 계획
(55.9%)

시설양묘 전환 계획
(56.3%)

변환 이유 :
노동력 부족
수익률 증대

양묘 규모 확장
및 감축 이유

1. 현 상태유지(73.5%)
2. 감축(14.7%)

1. 현 상태유지(63.0%)
2. 감축 계획(23.3%)

감축 이유 :
낮은 수익률
노동력 부족

양묘 애로사항 노동력 부족(73.5%) 노동력 부족(80.0%)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07; 2012).

2.4. 민간양묘장 경영 사례

2.4.1. 경기도 광주 A 양묘장(72세, 민간양묘장 2.3ha 경영)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A 양묘장은 1970년부터 양묘사업을 해왔고, 현재 

소유지 2.2ha, 임차지 0.1ha, 합계 2.3ha에서 경영주가 직접 관리하는 전업형

태로 운영되고 있다. 종자 수급처는 주로 채종림·채종임분 등에서 지원받거

나 모자란 경우, 직접 채취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생산된 묘목은 시·군 등으

로 공급하여 산림사업 진행에 사용된다. 노지양묘와 시설양묘를 병행하고 

있으며, 생산량 비율은 50:50 정도이다. 시설양묘로의 전환은 2002년부터 이

루어졌으며, 현재 시설양묘에서는 연간 50만～60만 본의 묘목을 생산하고 

있다.

시설양묘는 노지양묘에 비해 작은 공간에서 집약적으로 많은 양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확대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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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산촌의 공통적 문제인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은 점

차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시설양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민간양묘 운영비용의 약 60% 정도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설구축 

및 상토구매 등 자재비의 상승이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A 양묘장의 경우는 연간 약 7억～8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노동

비 등 운영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추가 확장은 힘든 상태이며, 현상유지를 목

표로 운영하고 있다.

2.4.2. 충북 진천군 B 양묘장(66세, 민간양묘장 9.0ha 경영)

충북 진천에 위치한 B 양묘장은 1945년 이후 3대째 산림업에 종사하고 있

으며, 현 경영주는 1975년 이후 약 40년간 양묘사업을 하고 있다. 묘목을 위

한 토지 면적은 소유지 5.4ha, 임차지 3.6ha, 합계 9ha에서 낙엽송, 소나무, 잣

나무 등 10개 수종 120만 본을 생산하고 있다. 종자는 채종임분에서 공급받

으며, 종자가 부족할 때는 직접 채취하는 경우도 있다. 노지양묘와 시설양묘

의 비율은 6:4 정도이며 노지양묘를 통해 70만 본, 시설양묘로 50만 본 정도

의 묘목을 생산하고 있다. 시설양묘로의 전환은 2001년도에 실시하였으며 

노지양묘의 비율은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노지양묘는 노동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냉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점차 줄이는 추

세이다.

운영비용에서는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인 자

재비용과 임차비용의 상승, 트랙터 등 기계화 장비들의 노후에 따른 교체 비

용 발생 등이 운영비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B 양묘장의 연간소득은 

약 6억～7억 원 정도이며, 2억 원 정도의 매출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과다한 

비용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최대 애로사항으로는 노동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며, 임시방편으로 

중국인 청년층 인력을 고용하여 운반 및 식혈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 주로 

국제 결혼한 농가를 통해 그 친척을 초청, 고용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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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근본적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계화 전환과 시설양묘로의 전환

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례조사에서도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에서 지적되었던 노동력 부족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이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양묘 비율

을 늘려가고 있다.

구분 A 양묘장 B 양묘장

재배수종 소나무, 잣나무 등 9종 낙엽송, 상수리 등 9종

양묘규모 2.3ha 9.0ha

주 종사자 경영주+배우자 경영주+아들

판매경로 경기지역 시·도청 충북지역 시·도청

연간매출 7억∼8억 원 6억∼7억 원

애로사항
노동력 부족,

자재 및 임차대지 비용 상승
노동력 부족,

자재 및 임차대지 비용 상승

표 3-26. 민간양묘장 경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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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종별 조림 현황

조림면적은 침엽수가 9,560ha로 47.7%, 활엽수가 10,479ha로 52.3%를 차지

하여 활엽수가 침엽수보다 4.6% 정도 더 조림되었다. 최근 침엽수와 활엽수 

모두 조림면적이 증가하였으나 특히 활엽수의 조림 면적 증가가 두드러진

다13.

수종별 조림면적을 보면, 침엽수는 소나무 4,564ha(22.8%), 편백 1,872ha

(9.3%), 잣나무 1,759ha(8.8%), 낙엽송 463ha(2.3%) 순서이고, 소나무가 지속적

으로 가장 많이 조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소나무, 잣나무,

편백의 조림면적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에 낙엽송, 해송의 조림면적은 감소

하고 있다.

활엽수는 상수리나무가 1,410ha(7.0%)로 가장 많이 조림되었으며 다음으로

는 자작나무 637ha(3.2%), 벚나무 410ha(2.0%), 느티나무 205ha(1.0%) 순서이

다. 최근 느티나무와 벚나무의 조림면적이 매년 감소해오고 있다.

13 <표 4-2>에서 2012년 활엽수 조림면적이 감소한 것은 2011년 남해안 기상 피

해로 활엽수 묘목 생산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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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수종별 조림 실적(침엽수)

단위: 천 본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18,759 21,329 19,828 21,877

소나무 6,948 9,199 9,099 10,340

잣나무 3,515 3,740 3,338 4,588

편백 3,785 3,845 3,490 3,979

낙엽송 2,042 1,964 1,935 1,089

해송 1,355 1,333 856 639

삼나무 51 71 17 15

기타 1,062 1,178 1,092 1,227

자료: 산림청(2013).

표 4-2. 수종별 조림 실적(활엽수)

단위: 천 본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21,158 21,510 25,032 20,725

상수리 3,082 5,302 4,368 3,177

자작나무 237 2,866 1,781 1,623

느티나무 1,057 931 878 558

벚나무 6,164 554 602 446

고로쇠 237 317 222 193

물푸레 181 601 265 126

기타 9,808 10,939 16,916 14,602

자료: 산림청(2013).

지역별로 조림 수종을 알아보면 강원, 경북, 경기, 충청지방에서는 소나무

와 낙엽송이 주요 조림 수종이고 전라, 경남에서는 소나무와 편백이, 남부해

안 및 제주에서는 편백과 삼나무가 주요 조림 수종이다. 가장 많은 지역에 

걸쳐 조림되는 수종은 소나무와 참나무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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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강원·경북 경기·충청 전라·경남
남부해안 및
제주

수종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참나무류

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자료: 산림청(2013).

표 4-3. 지역별 주요 조림 수종

2. 조림 사업자 현황과 조림의 문제점

2.1. 영림단 조직 현황

영림단이란, 입목의 조림, 벌채·반출 등 각종 산림시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직접 고용한 노동자의 작업조직으로 2012년 말 기준으로 1,090단에서 9,005

명이 종사 중이다. 기관별로 보았을 때, 국유림 영림단에는 146개단, 1,606명

이 활동하고 있으며, 민유림 영림단은 357단, 3,877명, 산림법인 영림단은 

587단, 3,5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5년간의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국유

림과 민유림 영림단의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에 산림사업법인의 형태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점차 영림단은 기관 소속

이 아닌 개별 법인 형태로 변환되어 도급 계약 방식의 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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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영림단 현황
단위: 단,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837 7,941 911 8,226 1,022 8,859 1,090 9,005

국
유
림

소계 143 1,854 139 1,686 141 1,619 146 1,606

북부 43 537 43 495 41 481 42 470

동부 37 558 35 491 38 484 37 453

남부 25 253 25 241 26 231 29 271

중부 14 178 13 162 11 144 13 144

서부 18 284 18 255 19 230 21 235

과학원 4 29 5 42 6 49 4 33

민
유
림
(산
림
조
합)

소계 392 4,275 396 4,284 392 4,306 357 3,877

경기 43 432 43 427 42 425 38 395

강원 48 507 46 465 47 480 43 468

충북 28 308 29 295 28 302 26 264

충남 53 622 55 639 55 606 55 606

전북 36 410 39 446 38 428 29 329

전남 62 680 59 657 59 696 57 633

경북 64 669 68 725 69 755 62 643

경남 55 596 54 580 51 568 44 493

제주 3 51 3 50 3 46 3 46

산림사업
법인

302 1,812 376 2,256 489 2,934 587 3,522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내부자료(2013).

영림단의 연령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인력의 고령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민유림 영림단 142개 조합에 등록된 영림단원의 연령분포를 보면 50대

와 60대가 전체 노동력의 약 75% 정도이며, 30세 이하 비율은 0.5%도 되지 

않고, 30대도 4.3%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60대 이상의 비율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인력의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인력의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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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8)

4.3%
(165)

21.5%
(832)

36.7%
(1,423)

37.4%
(1,449)

30세이하

31-40

41-50

51-60

60세이상

표 4-5. 민유림 영림단 연령별 분포 현황

단위: 명

도별 조합 계 30세 이하 31～40세 41～50세 51～60세 60세 이상

계 142 3,877 8 165 832 1,423 1,449

경기 20 395 1 19 98 145 132

강원 15 468 1 10 81 179 197

충북 10 264 3 18 97 82 64

충남 16 606 - 22 122 246 216

전북 13 329 1 12 64 99 153

전남 22 633 1 33 124 243 232

경북 24 643 1 22 157 225 238

경남 20 493 - 26 78 183 206

제주 2 46 - 3 11 21 11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내부자료(2013).

그림 4-1. 영림단 연령분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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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림사업자 유형별 조림 현황과 문제점

조림사업 시행의 주체로 국유림을 관리하는 국유림관리소와 민유림을 관

리하는 산림조합을 들 수 있다. 실제 묘목의 소비주체로서 묘목수급 및 조림

사업에 대해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유림관리소 8

개소와 산림조합 7개소를 선정하여 방문 조사와 추가적으로 전화 조사를 실

시하였다. 그 결과를 국유림관리소와 산림조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2.1. 국유림 조림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

국유림은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으로서 그중 국토의 보안 또는 산림의 경

영을 위해서 국가 소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요존림, 민간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불요존림으로 나눈다.

국유림관리소는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우량 목재자원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도로변 경관조림 및 지역 특화림 조성으로 미래 산업자원을 육성

하는 역할을 한다. 산불 피해지 복구,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조림을 통해 산림자원의 산업화를 유도하기

도 한다.

국유림관리소에서 진행하는 조림계획은 크게 경제림 조성과 큰나무 조림,

유휴토지 조림, 지역특화 조림 등으로 나눌 수 있고, 2012년 국유림의 조림

실적은 3,063ha에 이른다. 국유림의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현재 사유

림 매수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유림 매수를 통한 국유림 확대로 국가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산림

경영을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에 기여하며, 산림

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생활 환경의 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부

가 사유림을 매수하여 국유림으로 전환하고 있다. 2050년까지 국유림의 비

율을 전체 산림의 40%까지 늘릴 계획으로 연간 약 2,000억 원씩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국유림의 면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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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국유림 조림 실적

단위: ha, 천 본

2009 2010 2011 2012

합계 면적 1,930 2,807 2,971 3,063

본수 5,163 5,986 7,966 7,360

자료: 산림청(2013).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조림용 묘목을 국유양묘장, 양묘협회 또는 개인 묘목

상으로부터 공급받는다. 국유림관리소는 국유양묘장에서 수급받는 것을 기

본으로 하지만 묘목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부족할 경우에 양묘협회와 개

인 묘목상을 통해 묘목을 구매하기도 한다. 국유림관리소 간에도 묘목 수급

의 차이가 있으며 국유양묘장과 근거리에 있는 국유림관리소는 비교적 수급

이 원활하지만,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우수한 묘목을 

국유양묘장에서 수급하는 데 부족한 경우도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동부 

산간지방의 국유림 관리소가 내륙지방의 국유림 관리소보다 묘목수급이 원

활하였다.

운반 및 식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운반비 책정 미흡과 운반 인력의 부족,

겨울철 야생동물 피해, 우수 식재묘목의 부족이 문제가 된다고 응답하였고,

식재지와 임도 간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경운기 등을 이용한 소운반비가 추

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었다.

용기묘와 노지묘의 선호도를 비교하였을 때, 용기묘와 노지묘의 식재에 

대한 의견은 차이가 있었으나, 가을 식재를 한 침엽수 용기묘는 노지묘보다 

연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야생 동물의 피해가 속출하는 경

우가 있다고 조사되었다.14 일부 강원도 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가을에 식

재된 용기묘 70%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

14 노지묘는 봄에 식재하여 생장하고, 용기묘는 가을에 식재하여 잎사귀가 상대적

으로 연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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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림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방지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용기묘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식재지까지 운반은 어렵지만 식재방식이 노

지묘에 비해 간단하다는 것과 노동력 투하가 노지묘에 비해 적다는 것이 가

장 컸다. 또한 노지묘에 비해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는 것도 용기묘 선

호 이유로 나타났다.

표 4-7. 국유림 조림사업자 조사결과

중서부 내륙지역 동부 산간지역

무주 정읍 양산 삼척 강릉 양구

묘목수급

묘목수급 정도 부족 부족 부족 원활 원활 원활

수
급
경
로

국유 양묘장 O O O O O O

양묘협회 O O O O O

개인 묘목 O O

운반 및 

식재문제

운반비 책정미흡 O O

운반인력 부족 O O O

야생동물 피해 O O O

우량 식재묘 부족 O O

용기묘와 

노지묘

선호도 용기 용기 용기 노지 노지 노지 

선
호
이
유

운반 수월 O

식재 용이 O O O

적응력 뛰어남 O O

안정적 수급 O O O

적은 노동력투입 O O

주요 문제점

인력문제(고령화, 남성인력의 부족)

예산문제(운반비용 및 관리비용 예산의 부족)

개인묘목 구매 시 품질저하 발생 우려

반면, 산간지역에서는 노지묘를 선호하는 곳이 더 많았고, 노지묘를 선호

하는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내성이 약한 용기묘는 일부 지역의 높은 고도와 

강풍 등의 기후 영향으로 인해 생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지묘를 선호

한다고 응답하였다. 용기묘는 주로 가을에 식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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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묘목들이 겨울철에 고사하거나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15 또 다른 이유로는 노지묘가 용기묘에 비해 식재지까지의 운반

이 수월하다는 것이다. 운반용 틀을 사용해야 하는 용기묘와 달리 노지묘는 

이동과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이다.16

2.2.2. 민유림 조림을 담당하는 산림조합

민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78%에 달하며, 국유림에 반대되는 개념으

로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하는 산림인 사유림을 비롯하여 시·읍·면이나 광역

시·특별시·도 등의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인 공유림이 여기에 포함

된다.

민유림은 주로 산림조합에 의해 조림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매년 1천 8

백만에서 1,900만 ha의 조림이 이루어지다가 2012년에는 1,700만 ha, 3,500만 

본 식재 규모로 약간 축소되었는데 이는 사유림의 조림 면적이 줄었기 때문

이다. 전체 민유림 조림면적에서 공유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여 4% 정

도이고, 조림 본수로는 3.2% 수준이다.

산림조합은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가 진행하는 조경수 사업 등을 도급 형

태로 입찰하여 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자체사업으로 조림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15 전문가와의 연구협의에 따르면 용기묘의 활착 및 생장이 노지묘에 비해 저조

한 이유는 용기묘는 가을 식재가 많고, 노동력 부족이나 가을철 많은 행사로 

인해 가을 식재가 적정 식재 시기(장마 이후 10월 말까지)가 아닌 11월로 연기

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6 별도로 진행한 양묘전문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영림단이 노지묘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용기묘보다 식재작업 시 묘목 이동 및 식재 비용을 더 많이 절약

할 수 있어 기대수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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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ha, 천 본

2009 2010 2011 2012

합계 면적 19,989 18,708 18,208 16,976

본수 34,753 36,853 36,894 35,242

공유림 면적 958 961 1,127 1,059

본수 1,161 1,428 2,027 1,446

사유림 면적 19,030 17,747 17,081 15,917

본수 33,593 35,425 34,870 33,796

자료: 산림청(2013).

표 4-8. 민유림 조림 실적

산림조합에서는 민유림 조성사업 진행 시, 묘목을 주로 관급자재로 수급

받는 형태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특용수 등 관급이 불가능한 수종은 

사급자재로 구매하고 있다.

운반 및 식재 시에는 운반인력의 부족이 주요 문제점이라고 답하여, 국유림

관리소와 마찬가지로 농·산촌 인구감소 및 인력의 고령화가 운반인력의 부

족문제를 야기함을 알 수 있다.

예산문제와 관련하여 묘목 식재 시 발생하는 소운반비는 산림자원 분야 사

업계획의 조림단비 예산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설계 단

계에서의 운반비 예산 책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실제로 한 산림조

합의 조림사업 실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소나무 9ha에 대한 식재 조림을 추

진하는 데 책정된 예상 운반비는 13만 5,000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조림 시

에 사용되는 5톤 차량 한 대의 대여가격은 33만 원이었고 총 3대가 사용되어 

실제로는 99만 원의 대운반비가 발생하였다. 또한 추가로 발생되는 소운반

비 및 유류비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았으며,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계획예산 

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용기묘와 노지묘 선호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선호 이유는 국유림

관리소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용기묘는 식재가 용이하고 노지묘에 비해 적

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용기묘를 선호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노지

묘를 선호하는 이유에는 식재지까지의 운반이 용기묘에 비해 수월하다는 것

과 높은 산간지역에서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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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민유림 조림사업자 조사결과

충주 삼척 순천 양산 상주

묘목수급

묘목수급 정도 원활 원활 원활 원활 원활

수
급
경
로

관급자재 O O O O O

양묘협회 O O

개인묘목

운반 및
식재문제

운반비 예산

책정미흡
O O O O O

운반인력 부족 O O O O O

야생동물 피해

우량 식재묘 부족

용기묘와
노지묘

선호도 용기묘 노지묘 노지묘 노지묘 용기묘

선
호
이
유

운반 수월 O O O

식재 용이 O O O

적응력 뛰어남 O O O

안정적 수급

적은 노동력 투입 O O

주요 문제점
1. 인력·인건비 문제(고령화, 남성인력의 부족)

2. 예산 문제(조림사업 설계 예산의 현실성 반영 부족)

17 노지묘는 주로 춘기 식재하고 용기묘는 추기 식재함으로 식재 시점이 서로 다

르다. 현장적응력 비교는 노지묘 수확 시 세근이 절단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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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선진국들이 지금의 종묘생산 및 지원시스템을 갖추기까지에는 여러 

준비단계와 변화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중간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지금은 민간양묘로 대부분

의 묘목을 생산하는 캐나다, 핀란드 등의 나라들도 처음에는 국유양묘장에

서 묘목을 대부분 생산하였고, 노지양묘에서 시설양묘로의 전환도 많은 기

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주요 임업국 중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미국, 캐나다, 핀란드

의 종묘산업 및 지원시스템의 변천 과정 분석을 살펴보도록 한다. 나라별로 

국영양묘장과 민간양묘장, 종자생산, 시설양묘 및 시설양묘 확대를 위한 기

술개발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주요 임업국의 종묘사업 변천18

1.1. 미국의 종묘사업

1.1.1. 미국 양묘장과 묘목시장의 유형

18 최명석(2013)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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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모

양묘장 수 41,708

면적 721,558

고용인원 373,930

판매액 1,900

자료: 최명석(2011). p156. 산림용 묘목 품질인증 도입 방안 연구.

표 5-1. 미국의 양묘장 현황(2007년)

단위: 개, 에이커, 명, 백만 달러

최초의 임업양묘장은 연방양묘장으로 1820년대 남부지역에서 연방정부가 

플로리다 Pensacola에서 가까운 Santa Rosa섬에 국유양묘장을 설립하였다. 이 

양묘장은 선박용 참나무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묘목이 필요하여 설립하였다.

국유양묘장은 1905년에 국유림이 내무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된 후부터 서부

와 남부에 많이 설립되었다. 개인양묘장은 1900년대 초에 North Carolina의 

Biltmore Forest에 설립되었으며, 최초의 기업양묘장은 1919년 목재회사인 

Southern Lumber Company에 의해 Louisiana의 Bogalusa에 세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차례로 설립된 미국의 양묘장은 양묘장 유형에 따라 4종류로 구분되

고 있으며, 이들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묘목의 소비시장은 양묘장 유형에 맞

게 형성되어 있다. 묘목시장의 유형은 개방형 시장과 폐쇄형 시장으로 구분

된다.

개방형 시장은 묘목을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공급자로부터 거래될 수 있

는 시장이며, 이 시장은 주립양묘장, 기업양묘장, 개인양묘장과 다양한 보전

림 조성을 위하여 묘목을 구입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산림소유자들로 형성

되어 있다. 폐쇄형 시장은 소비자가 한 공급자에게서만 묘목을 구입할 수 있

으며 공공 수준 또는 민간 수준 모두에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유

림 조림을 위한 묘목은 국유양묘장(연방양묘장)으로부터 구매되고 있으며,

어떤 목재회사들은 자신들의 산지에 조림하기 위한 묘목 생산을 위해 잘 조

성된 기업양묘장을 갖고 있다.

미국에는 현재 6개의 연방양묘장(아이다호 2개소, 오리건, 캘리포니아, 미

주리, 네브래스카)이 있으며 2000년 기준으로 전체 묘목 생산량의 29%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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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2007년 현재 미국의 양묘장 수는 모두 41,708이고 파

트타임을 포함하여 모두 373,930명이 고용되어 있다.

1.1.2. 미국 연방양묘장의 변화

미국의 산림과 양묘 분야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특히 전통적으로 

임업이 발달한 북서부지방에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10년간 산림

청 소속의 연방양묘장들의 묘목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로 인

해 일부는 폐쇄되기도 하였다. 연방양묘장에서 생산된 묘목의 대부분은 목

재수확 후 갱신조림 또는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에 사용되어 왔다. 연방양묘

장은 1950년대 초 이후부터 목재와 펄프용 묘목을 주로 생산하였으며 산림

청은 1970년대 후반 한때에는 조림률이 낮은 산지나 미조림지에 대한 조림

을 위한 묘목수요 증가로 새로운 양묘장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3년에 어려운 경제상황과 이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높은 가

격은 이 목재를 구입한 이 지역의 많은 목재회사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

하게 하였다. 목재수확의 감축은 곧바로 묘목수요의 감소로 이어졌다. 미 북

서부 지방의 연방양묘장은 1990~1991년 동안에는 연간 5,000만 본 이상의 묘

목을 생산하였으며 이후로는 꾸준히 생산량이 감소되어 1997년에는 2,000만 

본에 밑도는 묘목을 생산하였다. 이런 묘목 수요의 감소로 미국 서부에서 최

초로 설립되어 연간 3,000만 본 이상의 묘목을 생산하던 워싱턴 서부의 Wind

River 양묘장과 캘리포니아 주의 Humboldt 양묘장이 그 다음 해에 폐쇄되었

다. 현재 미국 북서부 지방에는 3개의 연방양묘장(오리곤 주의 J. Herbert

Stone 양묘장, 노스 아이다호 주의 Coeur d'Alene 양묘장, 사우스 아이다호 주

의 Lucky peak 양묘장)이 양묘를 담당하고 있다.

1.1.3. 조림 및 양묘 추세

근래 들어 미국은 조림용 묘목으로 중대묘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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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특히 1-1 노지묘와 용기묘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임업전문가

들은 관목류와의 경쟁이 심한 북서부 해변지역에 수고 30～50㎝, 직경 5～

10㎜에 달하는 큰 묘목의 식재를 원하고 있다. 1966～1997년에 이 지역의 

한 양묘장은 전체 판매 묘목의 90%로 2-0 묘를, 불과 10%의 이식묘를 팔았

으나, 30년이 지난 1996～1997년에는 그 비율이 2-0 묘는 46%, 이식묘는 

52%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식되지 않았던 노지묘보다 이식묘 또는 용기묘를 선호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묘목들이 노지묘에 비해 식재 후 활착률 및 생존과 생장률이 

높아 주변의 관목류 맹아와의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장점들이 

고려되어 여러 식재지에서 이식묘와 용기묘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특히 이

런 묘목들의 대목이 더욱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이유와 함께 정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이

런 묘목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절개지나 나대지의 경

우 식물들이 생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빠른 복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훼

손 환경에 적응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런 묘목들을 선호하게 되었다. 한편

으로 제초제 사용 제한에 따른 초본류와의 경쟁에 유리하기 때문이기도 하

다. 또한 조림지 정지작업에도 화학약제 사용이 규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눈의 수가 많아 생존과 생장에 유리한 이식 대묘를 선호한다.

1.2. 캐나다의 양묘사업

캐나다 산림은 국토의 45%를 점하고 있으며 이 면적은 세계 산림면적 40

억ha의 10%에 대항하는 4억 1,760만 ha이다. 산림분포를 보면 침엽수가 63%,

활엽수가 22%, 혼효림 등이 15%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수령이 중령림

이다. 캐나다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해변의 생장이 빠른 우림을 시발로 하여 

북극해의 성장이 늦은 산림에 이르기까지 8개의 산림 식생대로 구분되고 있

다. 산림의 소유 형태를 보면 연방정부림, 주정부림, 사유림으로 구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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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림의 대부분은 주정부림으로서 약 71%이며, 연방정부림이 23%이고,

나머지 6%가 사유림이다. 전체 산림의 7.6%를 법률로 보호하고 있고 또한 

각 주가 마련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세부지침에 의거 산림을 경영하며 보존

하고 있다.

캐나다의 양묘장 수는 2007년 기준으로 1만 3,000개이고 모두 1만 4,000명

을 고용하고 있다.

표 5-2. 캐나다의 양묘장 현황(2007년)

단위: 개, 에이커, 명, 백만 달러

구분 규모

양묘장 수 13,000

면적 50,000

고용인원 14,000

판매액 200

자료: 최명석(2011) p156. 산림용 묘목 품질인증 도입 방안 연구.

1.2.1. 온타리오 주

온타리오주는 캐나다의 중심에 위치하며 면적은 110만 ㎢로 캐나다에서 2

번째로 큰 주이다. 산림면적은 5,800만 ha로 주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으

며 산림의 88%가 주정부림, 1%가 연방정부림, 9%가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자원의 경영은 전통적으로 주정부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임상별

로는 침엽수가 50%, 활엽수가 23%, 혼효림이 27%로 구성되어 있다.

온타리오 주 국유양묘장은 매우 오래된 묘목 생산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묘목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대에 걸친 양묘전문가, 지역경제 및 전통

을 강조하였다. 온타리오 주에서 조림용 묘목생산을 하기 위한 최초의 양묘

장은 1904년 Guelph의 Ontario 농업대학에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며 나중에 이 

양묘장은 남서부지역 St. Williams에 세워진 최초의 국유양묘장으로 이전하

게 되었다. 1908년에 세워진 이 최초의 국유양묘장은 모래바람이 심한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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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심각하게 침식되고 손상된 경작지에 식재하기 위한 묘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제 1·2차 세계대전 때에는 묘목 생산이 줄어들었으나 전쟁이 종결된 후에 

양묘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보였다. 1920년대 초에 2개의 양묘장이, 1955년과 

1958년에 6개의 양묘장이 온타리오 남쪽지방에 설립되었다. 이때까지 모든 

묘목은 노지묘로 생산되었으며, 1960년대까지 연간 5,000만 본 이상의 노지

묘가 생산되었다.

1965년에 최초로 ‘Ontario tube'를 이용한 용기묘 생산이 시도되었는데 이 

용기에서 생산된 용기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에 대한 관심과 전문기술이 

부족하여 더 이상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1972년까지 Ontario tube에서 생산된 

용기묘는 290만 본 수준이었다. 한편 노지묘 생산에 있어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1970년대에 용기묘는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마리아나가문비의 낮은 발아율, 식재지에서의 낮은 생존율, 그리고 특히 묘

목의 수관부가 다지성으로 발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들 두 문제는 생육

환경이 조절되는 시설에서 용기묘 생산기술 개발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

다. 캐나다의 용기묘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개발된 식재 후 분해되는 종이재

질 용기(paper pot) 또는 뿌리발달을 촉진하는 특수 용기(Spencer-Lemaire

Root Trainer)에서 생산되었다. 1979년까지 용기묘의 생산은 790만 본으로 증

가되었다.

1981년에 주정부는 사유양묘장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게 상

당한 자금을 지원하여 사유양묘장을 설립케 하여 대다수 조림용 용기묘를 

생산하게 하였는데 최초 계약 후 3～5년까지 사유양묘장 운영에 대하여 주

정부가 보증하였다. 1989년에 노지묘는 6,940만 본이 생산되었으며, 용기묘

는 760만 본이 생산되었다. 어떤 점에서는 이런 사유양묘장의 시작은 주립양

묘장의 쇠퇴를 가지고 왔다.

현재는 34개의 사유양묘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조림묘목을 생산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매년 약 1억 본의 묘목을 생

산하고 있는데 이들 묘목 중 9,000만 본이 용기묘이다. 이전에 조성된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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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립양묘장은 개인 또는 마을에서 관리하여 묘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의 주립양묘장은 폐쇄되었다.

1.2.2.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산림면적은 6,060만 ha이며 산림의 95%가 주정부림, 1%가 연방정부림, 4%

가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상별로는 침엽수가 98%, 활엽수가 3%, 혼

효림이 8%로 구성되어 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묘목생산은 1930년에 Surrey의 Green Timbers에 

설립된 최초의 주립양묘장에서 노지묘를 생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는 2개의 주립양묘장과 40여 개 이상의 사유양묘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0

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용기묘 생산이 전체 묘목 생산량에서 95%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1970년대 말까지 대부분의 묘목생산은 주립양묘장에 의하여 이루어졌으

나, 현재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 식재되는 묘목의 85%는 사유양묘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묘목생산량은 매년 약 3억 본 이상이며 이들 중 주정부림에 

2억 2,500만 본이 식재되고 7,500만 정도의 묘목들은 캐나다의 다른 주와 미

국 고객들에게 계약 생산되고 있다. 양묘산업은 기계화가 잘 이루어진 시설

양묘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더욱 발전하였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는 고도로 발달한 양묘기술로 식재시기에 따라 

요구되는 묘목을 균일하게 대량생산하고 있다. 양묘수종은 일반적으로 조림

수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향토수종을 포함하여 20수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 수종은 시트카가문비, 스트로브잣나무, 미송, 콘토타소나

무, 몬티콜라소나무, 낙엽송 등이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조림에 대부분 일반종

자를 사용하였고 1990년대 중반까지도 약 10%만이 채종원 및 채종림 종자로 

양묘된 묘목으로 조림하였다. 2000년 중반에 들어서 채종원 종자가 40%, 채

종림 약 10%, 일반종자 약 50% 비율로 우수 종자 사용이 확대되었으며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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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대부분 채종원산종자를 사용하겠다는 목표로 지속적으로 채종원을 

조성 확장해 오고 있다.

1.3. 핀란드의 양묘사업

1.3.1 묘목생산 현황

지난 수십 년 동안 핀란드의 산림시업은 인공갱신에서 천연갱신으로 전환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갱신면적의 50%는 인공조림이 실시되

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연간 7만 8,000ha에서 10만 2,000ha정도가 조림

되고 있다. 식재본수는 수종과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ha당 1,600본 내지 

2,000본으로 하고 있다.

2001년에 핀란드에서는 산림묘목을 1억 5,400만 본을 생산하였으며 1천만 

본 정도가 스웨덴으로부터 수입되었는데 1960년대 말과 1980년대에 연간 2

억 5,000만 본이 생산되던 시점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생산이 감소되고 있

는 실정이다. 핀란드에서 묘목생산이 감소한 주원인은 핀란드 묘목생산의 70

～80%를 차지하던 구주소나무 생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인데 구주소나무 갱

신이 인공갱신에서 천연갱신으로 전환되면서부터이다.

1.3.2. 핀란드의 종묘생산과 향후 전망

산림갱신을 위한 집약적인 묘목생산은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주 

생산 수종은 구주소나무 노지묘였다. 대부분 양묘장들은 산지에 위치하였으

며 일부는 농경지 부근에 조성되었으며 지금도 많은 경우 산지에 위치하고 

있다. 주로 노지묘 생산에 의해 주도되던 핀란드의 양묘산업은 1970년대 중

반에서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시설양묘에 의해 빠르게 그 비중이 감소되어 

근래에 와서는 시설양묘에 의한 용기묘 생산이 90%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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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묘에 필요한 우량 종자는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구주소나무 

등 주요 조림수종의 경우 1991년도부터 채종원산 종자 보급이 증가하기 시

작하여 2000년도에 이르러서는 양묘에 소요되는 종자의 60～80%는 채종원

산 종자를 사용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대부분의 양묘장은 지방산림청 조직에 

속해 있었으나 많은 양묘장이 감소하면서부터 양묘장의 사유화가 이루어졌

다. 현재는 7개의 양묘기업체에서 24개의 양묘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양묘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묘목은 전체 조림묘목의 85~95%를 차지하고 있

다. 나머지 10%의 묘목은 작은 규모의 개인양묘장에서 생산되며 이러한 양

묘장이 전국적으로 60~70개 정도가 된다. 한 양묘장에서 평균 500만～1,000

만 본의 묘목을 생산하며 몇 개의 큰 양묘장에서는 1,500～2,000만 본을 생

산하고 있다.

핀란드의 양묘산업은 양묘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노지묘 생산 위주

의 노지양묘에서 용기묘 생산을 위한 시설양묘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주요 

조림수종인 구주소나무와 자작나무 용기묘는 주로 1년생 묘목으로 생산되며 

독일가문비 용기묘는 1년생과 2년생 묘목이다. 이렇게 시설양묘 위주로 양

묘기업체 중심의 양묘산업이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양묘장의 수는 감소되

면서 양묘장별 묘목생산량은 증가하는 묘목생산의 집중화가 더욱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핀란드에서 시설양묘의 증가는 양묘산업에서 다양한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였다. 생산된 묘목의 상온 또는 저온에서의 저장기술, 식재지로의 이

동을 포함한 포장 및 운반기술, 특히 핀란드에서는 용기묘 생산이 보편화되

면서 연중조림이 가능해져 보다 쉽게 식재할 수 있는 식재의 기계화 방안도 

임업 노동력 부족과 연관해서 주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식

재 기계화를 이루기 위해 기계화 작업의 적용이 용이한 식재지 정비 기술 개

발과 기계화 식재에 적합한 용기묘 생산 기술개발도 새로운 연구 주제에 포

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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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검토한 국가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통적으로 국유양묘 중심에서 

민간양묘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조림사업이 시설 중대묘 위주로 변

화되었다. 캐나다에서 시설양묘가 본격화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

고, 아직 채종원 종자 비중이 50% 정도이지만 2030년까지 100% 채종원 종자

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종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노지양묘 비중은 축소되고, 시설양묘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위도 지방을 중심으로 시설양묘가 발전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온대와 열대지방에서도 시설양묘 체계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물론 미국 남

부지역과 같이 양묘 기계화 작업시스템이 잘 구축된 지역에서는 여전히 노

지양묘 위주로 양묘를 하고 있지만, 수종에 따라 시설양묘를 도입하고 있다.

표 5-3. 주요 임업국의 양묘방식과 양묘 주체

국가 양묘 형태 양묘 주체

미국
북부: 노지묘와 시설양묘
남부: 노지묘 96%, 시설양묘 4%

개인 및 기업양묘장 주도

캐나다 캐나다는 90% 이상 개인 및 기업양묘장 주도

스웨덴 시설양묘 90% 개인양묘장 주도

핀란드 시설양묘 96% 기업양묘장 주도

노르웨이 시설양묘 98% 개인양묘장 주도

멕시코 시설양묘 80% 이상 개인양묘장 주도

자료: 최명석(2013). 임업 선진국의 산림사업과 종묘산업 사례연구.

우리나라에서도 수종, 재배지역에 따라 시설양묘를 선택적으로 운영하면

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림용 양묘사업에서 규모화에 따

른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대규모 전문양묘업체의 출현은 민간 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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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활성화가 선결되는 경우 가능할 것이다.

임업 선진국의 종묘산업 구조는 채종원 종자 생산에서부터 양묘 공정, 유

통에 이르기까지 체계화되어 있으며 우량 종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추체는 다를 수 있지만 민간과 공공 부문이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양묘산업은 대부분 민영화되어 있거나 국유양묘와 민유양묘가 공존하여도 

민간양묘 주체의 역할이 확실하다.

일반적으로 종자 부문은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대부분 국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종자 부문이 고도로 상업화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간이 수행하기도 한다. 스웨덴에서는 채종원을 산림기업에서 운영하면서 

현재 제2세대 채종원이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1세대와 비교하여 목재생

산 수익이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수준은 1∼1.5세대 

수준이다).





산림용 종묘산업 발전과제 제6장

1. 산림용 종자산업 발전방안19

1.1. 문제점

조림수종이 자주 바뀌고 채종원 조성의 역사가 길지 않은 등의 이유로 종

자수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채종원 조성의 목적이 

처음 설정한 용재수 중심의 침엽수 종자 보급에서 활엽수 및 다목적을 위한 

채종원으로 급격하게 바뀜에 따라 종자 개량, 육종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생산이 보조를 맞추기 어렵게 되었다. 채종원의 질적인 개량 및 관리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미흡하다. 대상 수종의 다양화 및 면적 확대 등 양적인 성과

는 있으나 정책수요를 반영한 주요 전략 수종의 선정 및 집약적 관리가 부족

하다. 또한 조림면적과 향후 조림 수요를 고려하면 채종원 면적과 종자 생산

량이 부족한 현실이다. 과거 채종원 조성을 토지 확보가 용이한 외딴 곳, 경

사가 있는 산악지역에 했기 때문에 작업인력 확보 및 기계화 등 채종원의 효

율적 관리가 어려운 현실이다.

채종림과 채종임분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수형목이나 종

자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채종림과 채종임분도 단순한 종자 생산에 머물 

19 산림청(201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2013)와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인터뷰 결

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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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숲가꾸기 등을 통해 종자품질 제고를 위한 임분개량(본수, 광조

건 개선)과 임도 개선 등 종자 결실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량  

종자 채취를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이고 기후 악화나 해거리에 따른 

종자수급의 불일치로 인해 일부 종자를 비지정 종자공급원에서 조달하는 관

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0년부터 기동단속반

을 운영하고 산림용 종자의 산지증명제도를 운영 중에 있지만 아직도 유통 

개선이 필요한 현실이다.

미국, 스웨덴 등 주요 임업국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소수의 전략수종 위주

로 채종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테다소나무, 더글러스퍼 등, 스웨

덴은 구주소나무, 독일가문비 등, 일본은 편백, 삼나무 등에 채종원이 전략적

으로 집중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채종원은 31종의 수종을 보유하고 있

지만 국가정책상 조림 수종이 자주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숫자도 증가하여 채

종원을 비롯한 종자 공급기반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요 임업

국은 기후변화 적응 및 산림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종자배포구를 지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다수의 소규모 채종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충주 등 6 지역에 채종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을 중심으로 Genome selection 등 첨단기법을 전통육종에 접목하여 유종기간

을 단축하고 개량효과를 제고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산림생명공

학을 이용한 대량증식체계, 표지개발, 유전자 발현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는 테다, 라디아타 소나무, 가문비나무에 

대해 체세포 유도기술을 통한 대량증식이 산업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1.2. 발전방안

산림용 종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림수요, 종자생

산량, 종자공급원 면적을 고려한 중장기 산림종자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

다. 우수한 산림용 묘목 생산을 위한 종자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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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이 소요된다. 핀란드, 캐나다 등 임업 선진국에서도 국가 중심으로 

채종원의 종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

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주요 조림수종 종자는 채종원에서 공급하고 시범사업, 특색사업 등을 위

한 종자는 채종림에서 채취하는 구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림에 소요되는 모든 종자를 육종집약도가 높은 채종원 또는 채종림으로부

터 생산·공급한다는 목표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었

다. 기술적이나 경제적으로 채종원 조성에 의한 개량종자 생산 보급이 비효

율적인 경우 채종림을 대신 선정하여 종자공급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종에 따라서는 채종원과 채종림이 아닌 곳에서 채취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최소한 생산자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OECD/CFRM20에 준한 종

자공급원 등 제반 규범 문제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재정립하는 일이 필요

하다.

종자수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산림종자 공급원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후화에 따른 현존본수 미달 등으로 채종원 기능을 상실한 

채종원을 갱신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 채종원을 조성해야 한다. 채

종림(임분)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통해 기준미달 채종림(임분)은 해제하고 지

역별 조림 수종 위주로 추가 지정을 해야 한다. 또한 숲가꾸기, 작업임도, 병

충해 방제 등을 통해 채종림(임분)의 종자 결실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종자공급을 위한 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채종원은 소나무, 잣나무 등 주요조림 수종 위주로 개량, 관리기술 등의 연

구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다양한 수종에 대한 채종

20 CFRM 규범은 산림 번식자원의 국제 간 무역에서 유통 통제를 위하여 종자를 

위시한 무성개체 등 모든 산림 번식자원의 채취, 운반, 가공, 저장, 양묘, 표찰,

봉인과 관련한 범위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준수하도록 한다(최명석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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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조성계획은 주 기능을 종자 생산보다 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존 기능 위주

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비용, 고효율 

원칙에 입각한 채종원 관리를 위하여 비배관리, 간벌 등은 수종별로 종자수

요량, 생산연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량 산림용 종자 수급을 위해서는 종자의 유통,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

다. 산림용 종자의 산지증명제도를 조기 정착하여 최소한 국가지정 산림용 

묘목생산 사업에서 검증되지 않은 종자의 사용은 제한하도록 한다. 또한 종

자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되는 기동단속반 운영을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화해 나간다. 종자 수확 풍흉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

적인 종자수급을 위해 저장기술 개발과 함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운

영하는 종자저장고21의 이용을 확대해나간다.

종자공급원의 효율적 관리 및 종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의 육성

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클론재배 등으로 요구하는 기술능력 등이 더해

가는 반면 채종원에 출역하는 인력의 노령화는 현재 60대 이상이 56%로 점

점 심화되어가고 있다. 채종원별로 수목학, 접목기술, 수형조절 등에 전문지

식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작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별로 채종원, 채종림

의 종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 종자 채취단을 운영하고 종자채취 표준 작

업공정의 이행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2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808m2 규모로 단기수급 종자 51톤, 장기보존 종자 

15만점 저장이 동시에 가능한 종자저장고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산림용 종자 

저장 현황으로는 채종원의 31종 31,126Kg, 민·관 위탁 16종 1,143Kg, 북한산림

복구 4종 185Kg을 포함하여 총 저장 가능량의 62% 정도인 약 32톤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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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산림용 종자산업 발전 위한 전략방향

전략분석(Cross-SWOT) 4대 전략방향

기회활용

전략

(SO전략)

- 산림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자공급원의 통합적 관리 강화

- 산림 관련 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미래 창조형 종

자공급원 관리

체계 구축

위협극복

전략

(ST전략)

- 종자공급원의 지속적 개량을 위한 공동

연구 활성화

- 종자공급원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관리 추진

- 신규 채종원 등 종자공급원 조성 확대를

위한 사업 협력 강화

지속가능 종자공

급원 관리 기술

개발

약점보완

전략

(WO전략)

- 정책수요를 반영한 종자공급원 조성 계획

수립

- 종자공급원 및 수종별 종자 보속 생산

체계 구축

- 산림종자국가관리 체계 확립 및 종자의

유통·관리 강화

고객만족형 산림

종자 국가 관리

체계 구축

역량강화

전략

(WT전략)

- 종자 공급·관리 조직 강화, 재정비

-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채종원의 효율적

관리

-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업그레이드

종자공급원 조

성·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자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2013). p15에서 수정, 인용함.

2. 산림용 양묘산업 발전방안 

2.1. 문제점

산림용 양묘생산은 우량 종자에 의한 우량 묘목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조

림활착률 향상과 건전한 임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조림지의 하층식생 관리

는 조림 성공의 중요한 조건이며 하층식생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규격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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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요구되고 있다. 침엽수 위주의 조림에서 활엽수를 포함한 양묘 수종

의 다양화가 추진되어 왔으나, 기후온난화에 따른 봄철 기온상승으로 가식

기간 중 새순이 발생하여 활엽수 묘목의 조림 적기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조

림성공률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조림묘목의 활착을 어렵게 하

는 조림지의 조건에 대응한 적합하고 식생관리를 생력화할 수 있는 적정규

격의 묘목생산과 시설양묘에 의한 용기묘의 생산은 양묘사업의 새로운 과제

이다.

산림용 묘목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유양묘장과 민유양묘장 모두가 공통

적으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양묘시업의 특

성상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농촌노동력 고령화 등으로 인력, 그

중에서도 경험 있는 인력의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양묘장뿐만 아

니라 묘목을 조림하는 국유림과 민유림에서도 노동력과 관련된 사항들이 가

장 큰 문제점이라 답한 바 있다.

민유양묘장의 경우 고용 인력뿐만 아니라 양묘장 운영 주체의 연령대도 

높아지면서 힘든 노동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는 기계화와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와 노동력 소요가 적은 시설

양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양묘전문가도 부족하고, 시설

양묘 생산기반 조성이 미흡하여 용기묘 비율이 임업 선진국과 비교하면 많

이 낮은 상태이다. 시설양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설양묘 기반의 확대와 

함께 국가조림 수종의 시설양묘 대상이 확대되고, 외국 사례에서도 보았듯

이 관련 기술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소나무, 낙엽송, 상수리,

편백 일부만을 용기묘로 생산하여 조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내외 수

준이다.

양묘시업 공정 및 규격이 일부 수종에 국한되어 새로운 양묘수종을 시업

하는 경우 어려움이 많다. 보다 많은 수종에 대한 양묘시업 공정 및 규격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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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발전방안

민간양묘에서 노지양묘의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시

설양묘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묘목생산비의 약 60% 이상이 인건비

인데 생산 현장에 종사하는 인부의 평균연령이 68세에 달하며 그나마 기피

업종으로 인식되어 노지양묘산업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노동인력의 

고령화와 부족, 이상기후 등으로 노지양묘의 한계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시

설양묘로의 전환은 계속적,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하며 이와 관련한 

인프라 강화가 요구된다. 시설양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2009년부터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오고 있는 민간양묘 시설 지원사업의 확대

가 필요하다. 이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양묘의 특성상 여러 

임업 선진국에서도 시행된 바가 있다.22

산림용 묘목생산에서 시설양묘가 정착, 확대되는 경우 여기에 수반될 것

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현재보다 소수의 양묘업자(체)에 묘목생산이 집중될 

것이라는 것이다. 어느 정도 생산의 집중화는 시설양묘의 도입에 따른 생산 

효율성 제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캐나

다나 이태리 경우에서처럼 대규모 양묘기업이 탄생하기에는 국내 산림사업 

묘목시장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지만(250억 원 수준 추정) 어느 정도 생산의 

집중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뒷

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묘목 생산구조는 조림용 양묘업자는 조림용 묘목 위주로 

조경수 양묘업자는 조경용 양묘 위주로 생산, 공급하는 구조이다. 지금까지 

조림용 묘목생산을 담당하는 민유양묘장은 국가의 지정량에 따라 묘목을 생

22 민간양묘의 시설지원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총 164동이 조성되고, 이를 통

해 현재 기준 조림 수요량의 약 19%에 해당하는 1,300만 본 정도의 용기묘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금처럼 여러 생산자에 나누어져 소규모로 시

설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성 제고나 지속가능한 생산 측면에서 타당한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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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여 판로 확보에 문제점이 적지만 현재의 조림 양묘와 조경 양묘가 이원

화되어 있는 형태가 바뀌는 경우 그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묘목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는 민간 묘목시장의 표준화,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데 이를 위

해서는 묘목 수요의 외형적 확대뿐만 아니라 묘목의 규격화, 표준화와 이를 

위한 양묘인증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양묘산업의 규모가 크고 교역이 활발하여 산업으로서 확고

히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산업으

로서의 인식이 민관 모두에게 부족한 실정이다. 종자부문과 마찬가지로 양

묘산업 관련 중장기 발전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양묘 관련 산학

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개발로드맵(TRM)의 작성도 수반된다. 이를 토

대로 양묘와 관련한 연구 분야의 확대가 필요하다. 임목은 세대가 길고, 생

장과 분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클론, 조직배양을 포함한 BT기

술의 응용은 중요하며 비용측면을 고려할 때 주요, 전략수종에 초점을 두어

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수종에 따른 시설재배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도 필요하다.

양묘산업 관련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립산림

과학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학에서 연구와 인력양성을 수행하고 있으

나 양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예산만 하더라도 전체 산

림청예산에서 산림자원조성이 차지하는 비중, 산림자원조성에서 종묘가 차

지하는 예산비중은 산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많이 낮은 실정이다.23

양묘전문가는 단기간의 교육과 경험으로는 양성되지 않으며 장기간의 투자

와 적극적인 육성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양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없는 현실이다. 양묘전문가 양성 및 지속적인 보수

23 산림용 종묘 연구를 국립산림과학원의 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자 두 명이 담당

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3년 기준으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경제림조성과 관

련한 예산은 산림청 총예산의 5.2% 수준이고, 이 중에서 묘목 생산 예산은 

5.5%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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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고,

이는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현장 중심 교육 강화 차원에서 외국처럼 생산

자협회가 가능할 것이다.

활착 및 생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최근 시업기술 발달에 따라 

노지양묘와 시설양묘 각각의 장점을 결합한 양묘방법인 시설-노지 연계양묘

가 일부 선진국들에서 실시되고 있다. 시설-노지 이식묘 생산기술은 기각묘

가 거의 없는 균일한 규격묘 생산, 시설양묘의 높은 묘목생산성 활용, 종자

의 효율성 향상, 묘목의 생산기간 단축, 뿌리발달이 좋은 우량한 건전묘 생

산, 묘목의 이식작업 기계화, 묘목의 이식 및 출하시기의 확대 등과 같은 장

점이 있다24. 또한 외부 환경에 저항성이 낮은 발아 유모단계에서 시설로 생

육 후 유목을 노지로 이식함으로써 기상재해에 따른 노지양묘의 피해를 크

게 줄일 수 있다. 이의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를 묘목의 가을 식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는 산림용 양묘산업 발전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양묘생산 개선

과제, 시설양묘 개선과제로 나누어 제시하도록 한다.

2.2.1. 양묘생산 개선과제

국유양묘장을 운영하는 국유양묘사업소는 국·민유림 조림 등 국가 조림에 

필요한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사업 중 국유양묘사업을 이끌어가는 기관으로

서 그동안 치산녹화계획, 산지자원화계획 및 산림기본계획에 따른 국가 조

림정책 수행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산림 조림은 산림

경영의 특성상 앞으로도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며 국유양묘장은 

계속해서 국유림 조림 묘목의 생산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산림기능 제

고를 위한 여러 시책의 실행에 필요한 묘목의 소요량도 적지 않을 전망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 황폐화 산림 복원용 묘목 공급 차원에서도 국유양묘

24 김종진(2013)에서 관련 내용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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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생산량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묘 노동인력의 부족 및 고령

화는 국유양묘장의 생산목표량을 달성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양묘시업 과정의 기계화와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자동 제어 시설을 구비한 

시설양묘는 노동력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양

묘의 기계화 비율을 높이고 이를 위한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 제초, 퇴비산

포, 경운·쇄토 및 조상, 묘목굴취, 병해충 방제, 묘목이식, 포장 및 저장 등 일

련의 양묘작업에 기계 및 자재를 확대·보급하여 국유양묘장의 작업을 기계

화해 나가야 한다. 국유양묘장의 양묘 전문기술자를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근무방식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다. 현재  국유양묘장에서 평균 업무담당기간이 소장은 1년 5개월, 담당자는 

3년 5개월가량에 불과하다. 기계화, 현대화, 자동 제어시스템을 이해하고 운

영해 나갈 수 있는 양묘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양묘 전문기술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산림용 묘목(성묘)생산을 생산 주체별로 보면, 전체 

조림본수의 약 85%를 민간양묘에서 담당하고 있다. 산림용 묘목 민간생산자

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비에서 인건비가 차

지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한 자동화 및 관련 기술개발과 노동수요가 상대적

으로 적은 시설양묘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이의 선결조건은 국가 조림사

업에서 용기묘목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될 것이다. 민유양묘장 운영에서 

노동력 부족, 경영자의 고령화 다음으로 어려운 부분은 포지 선정 및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다. 부적격 토지가 포지로 선택될 경우 양묘비용이 증가할 것

이며, 묘목 손실과 품질미달 묘목 생산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임차 및 소유 

포지의 지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합한 포지선정이 

중요하며 주기적으로 토양을 개량해주는 등 토양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

다25. 정부는 고품질 묘목을 생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3년부터 보조

25 현재 산림용 묘목생산을 위한 민유양묘장의 포지면적은 약 365㏊이며, 이 중 

약 35% 가량이 임차지이다. 소유지에 대해서는 시설양묘 등을 통해 포지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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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의 사업규모 및 적용범위 확대

가 필요하다.

2.2.2. 시설양묘 조림수종 확대와 생산기반 강화

시설양묘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상수

종의 확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림대상 용기묘는  소나무, 상수리나무,

낙엽송, 편백 4수종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남해안 일대 난대수종의 용기묘 조

림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식재본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시설양묘

의 확대를 위해서는 조림예산의 확대와 용기묘 조림 비율을 높여나가는 정

책적 노력과 함께 시설양묘의 생산효율성 제고와 조림비용 절감을 위한 묘

목 생산자, 연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쉽게 선정할 수 있는 용기묘 확대 대상 수종은 우리나라의 주

요 조림수종에서 찾을 수 있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전략수종

은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참나무류, 백합나무, 삼나무 등이며 이 중

에서 잣나무와 참나무는 점차 조림면적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침

엽수와 활엽수별로 수종별 조림실적 분석을 통해 시설양묘 대상 수종을 현

재의 4개 수종에서 최소한 8~10개 수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26 해당하는 

모든 수종이 시설양묘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묘목 생산자의 여

건을 감안하여 주요 조림수종에서 노지양묘에 비해 시설양묘의 장점에 잘 

부응될 수 있는 수종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질 저하에 대응하고, 임차지는 정기적인 토지 교체를 통해 지력 악화문제를 저

감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시설양묘의 확대지연과 토양이 좋은 농경지는 우선적

으로 특용농산물 재배에 임차되는 현실에서 토양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노동력 부족으로 화학비료 의존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포지가 화학적 문제점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26 이와 관련해서는 4장 1절 산림용 묘목 수종별 조림현황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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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종의 시설양묘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양묘과정에 적용해야 할 

기술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관과 시설양묘 생산자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현재 조림수종에 따른 적정 식재본수 산정이 되어

있지 않다. 시설묘의 경화처리 후 우리나라 식재지 특성에 적합한 운송 체

계, 식재지 도착 후 저장 등 현지 관리에 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조림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와 산림조합에서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듯 생산 

후 기술에 해당하는 유통, 저장, 조림과정에 대한 연구 확대가 특히 용기묘

목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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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캐나다의 종자 수급과 양묘 현황27

1. 양묘장 분류

임업용 양묘는 임목의 특성상 매우 변이가 심하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양묘장을 세분화하고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양묘장은 크게 기관, 양묘

장, 프로젝트 양묘장, 그룹 양묘장, 사설 양묘장으로 구분하며, 기관양묘장은 

다시 연구 양묘장과 정부 양묘장, 기업 양묘장으로 세분한다. 이러한 분류는 

양묘장의 형태, 목적, 상업적인 측면, 투자대비 산물의 측면, 기술, 관리, 연

구 및 혁신 측면, 부가서비스 , 내부 자원, 이점과 한계점 등 여러 가지 측면

에서 분류된다.

현재 임업 선진국들은 조림용 묘목생산을 위하여 효율적인 양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양질의 묘목을 대량 생산하여 임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임업용 양묘는 임목의 특성상 매우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양

묘장을 세분화하고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양묘장은 크게 기관, 양묘장,

프로젝트 양묘장, 그룹 양묘장, 사설 양묘장으로 구분하며, 기관양묘장은 다

시 연구 양묘장과 정부 양묘장, 산업용(기업) 양묘장으로 세분한다. 이러한 

27 최명석 경상대 교수와 김종진 건국대 교수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한 내용에서 

일부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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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는 양묘장의 형태, 목적, 상업적인 측면, 투자대비 산물의 측면, 기술, 관

리, 연구 및 혁신 측면, 부가서비스 , 내부 자원, 이점과 한계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류된다.

연구용 양묘장은 5~10년의 장기간 운영이 가능토록 대학, 연구소 등에 연구

용 양묘장 시설을 구축한다. 주로 묘목의 진단과 특성 분석을 위해 구축되

며, 고부가 수종에 대한 품종 증식 및 표현형 확인, 개량 효과 등의 검정에 

이용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교육용으로 설립한다. 연구용 양묘장은 멸

종위기종의 보급 등 비상업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종자 개량, 우량 품종 육

종 연구에 집중한다. 실생묘의 생산보다는 기초 연구에 주력하며, 이러한 연

구 수준은 높은 편이다.

산업용 양묘장은 목재 관련 회사에서 설립 운영하며, 고생산·고효율을 추구

한다.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산업체의 묘목 생산을 위

한 상업적 목적으로 묘목이 생산되고 있다. 산업용 양묘장에서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묘목을 대량으로 생산 및 시판하며,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품질

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효율적인 양묘 공정을 확립하여 고품질의 묘목을 대

량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수백만, 수천만 본의 묘목을 생산하고 

있다. 고효율의 시스템과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우 복잡한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의 숙련도가 높은 편이다. 자체 

연구 기능을 가진 양묘장이 많고 시장 흐름에 대처하는 시야가 넓기 때문에 

연구 혁신이 탁월하다.

정부주도 양묘장은 국가 또는 주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조림 및 특수용도 

식재 프로그램을 위해 조성된다. 국가 또는 주간의 공동 사업용 양묘를 위해 

설립 운영하며 기업 주도 양묘장보다는 인력 등이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조림용 묘목 공급을 위해 설립되었고, 종자 및 묘목 공

급을 하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일부 상업적 측면에서 소규모 

양묘가 운영되고 있다. 고품질의 생식질을 이용하여 연구와 산업적 생산의 

중간단계의 업무를 수행하며, 묘목의 질은 산업용 종묘보다는 다소 낮은 편

이다. 예산·정택 등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이 매우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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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혁신이 어려우며, 전문 인력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 양묘장은 주로 NGO 단체에서 3~5년 정도의 단기간 운영을 위해 

만들어졌고, 단체들 간의 기술 교류 및 훈련이 활발하다. 공공사업의 묘목 

공급과 양묘 및 재배 등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다. 비상업적이며 단

체나 프로젝트 용도에 사용되는 묘목을 저가로 공급한다. 시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로 Community에 묘목을 공급하며 주로 번식이 용이한 소수 수

종에 대한 묘목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적 양묘장과 비교하였을 때 기

술 수준이 낮고, 약 9~10만 본의 묘목을 생산하기 때문에 규모에서 큰 차이

가 있다. 번식 담당자가 양묘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운영 결정은 

Community 멤버들에 의해 결정된다. 연구 기능이 약하지만 구성원의 경험을 

중시한다.

그룹양묘장은 주로 생식질(Germplasm)의 보존 차원에서 설립 운영되고, 비

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나 규모는 매우 다양하다. 500~1만 본 정도의 종묘 생

산을 하고, 규모는 작지만 장기간 운영된다. 산림 묘목 공급과 전문 인력 양

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가족·친지 등이 모여 설립하기도 하고, 단체 및 회

원들에게 묘목 공급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비상업적 성격을 갖고 있으

며 NGO 단체와 회원들 농장에 고품질의 묘목을 공급한다. 번식이 힘든 수종

의 증식 연구를 중요시하고, 비교적 연구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2. 산림용 종자생산 및 공급

캐나다는 종자의 유전적 검정여부에 따라 우수 종자(select seed)와 일반 종

자(standard seed)로 구분한다. 우수 종자에는 채종원산(A), 우수 산지(B+, 우

리나라의 채종림에 해당) 종자가 포함되고, 일반 종자는 유전적 우수성에 대

한 검정이 없는 천연임분(B)의 종자이다. 일반적으로 A, B+, B의 3등급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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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 지역 채종원 수 종자생산량(kg)

Pinus contorta var. contorta Kalamalka 2 15.353

" Prince George 3 44.131

Pinus monticola Kalamalka 1 4.997

" Saanich 1 3.849

Larix occidentalis Kalamalka 4 57.007

Picea hybrid Skimikin 2 81.271

Pseudotsuga menziesii Bowser 3 29.968

" Saanich 1 1.173

Thuja plicata Saanich 1 1.618

Tsuga heterophylla Saanich 1 1.124

7수종 계 19 240.491

자료: 최명석(2013) 임업 선진국의 산림사업과 종묘산업 사례연구.

부표 1-1. BC 주 2005년 주립 채종원 종자생산 실적

캐나다 BC 주에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조림에 대부분 일반 종자를 사용

하였고 1990년대 중반까지도 약 10%만이 채종원 및 채종림 종자로 양묘된 

묘목으로 조림하였다. 2000년 중반에 들어서는 채종원 종자가 40%, 채종림 

약 10%, 일반 종자 약 50% 비율로 우수 종자 사용이 확대되었으며 2030년에

는 대부분 채종원산종자를 사용하겠다는 목표로 지속적으로 채종원을 조성 

확장하고 있다.

산림용 종자생산은 산림부 내 Forest Stewardship국 산하 산림개량부에서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빅토리아섬에 위치한 산림개량부 본부는 6지역의 채종

원을 관할하여 종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밴쿠버 시 외곽의 Surrey에 산림종

자센터를 갖고 있다. 또한 Prince George 등 5지역에 미송, 가문비나무, 솔송

나무, 소나무 채종원을 갖고 있으며, 여기서 우수 종자의 약 40%를 생산하여 

조림에 사용한다. 2005년의 경우 주림 채종원에서 침엽수 7수종에서 약 

240kg의 종자가 생산되었다.

산림종자센터는 종자의 처리, 검정, 등록, 저장 및 공급, 종자의 배포구역,

종자 사용 표준매뉴얼 작성 등의 전반적인 종자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과거에는 주 산림부가 직접 채종원을 조성 관리하였으나 정책이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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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평의회(Forest Genetic Council)라는 주 산림부, 임업계, 대학의 연합

체를 구성하고 이 기구 내에 산림유전협회(Forest Genetics Society)를 두어 임

목육정, 채종원 조성, 유전자원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

은 주 정부에서 지원한다. 산림유전협회의 주 업무는 종자생산을 위한 채종

원 조성이다. 이것을 위해 SelectSeed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산림유전평의회 소유이다. 실제 업무는 민간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추진된다.

SelectSeed는 계약자에게 채종원 조성용 접목묘 및 자금을 지원하고 피계약

자는 채종원 조성용 부지 및 채종원 관리를 책임진다. 종자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채종원 조성에서 종자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인 약 25년을 계약기

간으로 한다. 계약은 입찰 및 협상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채종원에서 생산

된 개량종자는 산림회사 및 주정부에 판매한다. SelectSeed와 계약하여 채종

원을 조성하는 회사로는 PRT, Sorrento와 같은 양묘회사, VSOC 및 KRSO,

Tolko와 같은 채종원 전문회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자관리를 위해 ‘산림용 종자 유통관리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BC주에서도 다양한 종자 및 양묘를 지원하기 위

하여 산림유전평의회(Forest Genetic Council)가 BC 주 산림부의 자금지원에 

의해 2002년 8월에 ‘종자계획 및 등록시스템(SPAR)'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

템은 산림행정부서부터 산림부 직원까지 온라인 접근이 가능한데 산림종자

의 등록, 다양한 검색기능, 종자나 삽·접수의 검색, 적합한 묘목의 신청 및 

보고서 다운로드 및 인쇄의 기능을 제공한다. 적합한 묘목 유형의 선택을 도

와주는 주요한 행정도구이며 모든 주문된 묘목은 국유림의 조림기준을 충족

시키기 위하여 SPAR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외에 양묘장 파종 기준의 적용,

종자이동 가이드라인의 자동적인 준수, 5년 동안의 선주문 가능, 묘목 입찰

의 기능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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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의 묘목생산관리 시스템

주립양묘장은 1930년 Surrey의 Green Timber에 처음에 설립된 후 총 10개

의 양묘장이 조성되어 BC 주 조림물량의 전량을 공급하다가 1980년도 중반

에 주립양묘장 공급 묘목에 의한 조림의 경우 활착률이 저조하다는 여론에 

의해 기업 혹은 개인 양묘장과의 계약에 의해 묘목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바

뀌었다. 이후 7개의 주립양묘장이 민간에게 매각되었으며 1999년 Green

Timber 양묘장을 폐쇄하고 Skimikin 양묘장이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2002년에

는 Skimikin 양묘장이 Skimikin Nursery Limited로, 2004년 Surrey 양묘장이 

Surrey Nursery Limited로 민영화됨으로써 현재 BC 주 주립양묘장은 없다. 주 

정부도 개인 양묘사업주에 대한 하나의 고객으로 바뀌면서 민간 양묘사업이 

활발해졌다. 최근에는 50여 회사가 산림용 묘목을 주로 용기묘로 양묘하여 

캐나다 서부지역(BC 주, 알버타 주, 서스캐치원 주) 및 미국 서부 지역에 공

급하고 있다. 1987년 산림법의 개정으로 갱신비용이 정부로부터 민간기업으

로 이전되었다. BC 주에서 매년 약 2억 3,000만 주의 묘목이 식재된다. 대묘

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어 같은 양의 묘목생산에도 더 많은 면적과 온실을 필

요로 하게 되어 양묘사업에 약간의 확장이 있었다. 주요 양묘수종은 

lodgepole 소나무, sitka 가문비나무, 미송, wertern red cedar 등이다.

양묘행정은 양묘서비스부(Nursery Service)라는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서는 BC 주 산림부 소속기관이다. 주 산림부 주유림의 갱신, 산불, 병

해충 혹은 다른 재해에 의한 피해, 연료림 조성에 필요한 묘목의 공급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이 부서는 산림종자센터와 함께 1994년 설립되었고 본부는 

빅토리아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3개의 지소, 즉 Surrey의 Nursery Services

Coast, Vermon의 Nursery Services South, Prince George의 Nursery Services

North가 있다.

1987년 산림법의 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BC 주의 조림비 부담이 BC 주

에서 산림기업으로 넘어갔다. 즉 벌채 허가를 받아 벌채를 하는 기업이 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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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BC 주 산림부의 조림프로그램을 위한 양묘계약

은 계약을 위해 묘목의 기준, 가격표를 해마다 공시하며 양묘, 묘포장 해충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매년 BC 주가 추진하는 조림을 위해 생산

된 총 묘목의 15%(약 4,000만 주)는 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며, 이 묘목은 

기업양묘장과의 계약에 의해 재배된다. 양묘계약은 BC 주 입찰법에 의해 공

개 입찰되며 결과는 양묘계약검토위원회가 점검한다. 입찰은 가격, 과거의 

양묘실적에 의해 결정된다.

주 정부 소요 묘목의 계약은 입찰 웹사이트의 공고에 의한 공개입찰에 의

한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용기묘 생산에 관한 자격 및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계약은 양묘장의 과거실적, 입찰가격, 묘목운반비 등

의 고려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입찰은 양묘서비스부가 관장한다.

BC 주의 양묘서비스부는 양묘의 정보관리를 위하여 ‘양묘장 및 운송 행정

체계(Nursery and Shipping Administration System: NSA)'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NSA의 목적은 양묘장에서 조림 현장으로 배송까지 전 과정에 있어 묘

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주 산림부 직원부터 양묘관계

의 직원들에게까지 주에서 생장하고 있는 산림부 자금에 의한 묘목에 대한 

정보를 열람·이용 가능케 한다. 묘목의 품질, 본수, 병충해 여부, 출하, 배송

자료가 양묘서비스(북부, 연안, 남부지역)에서 입력된다. 이들 자료는 각 지

역별로 편집되고 다음에 빅토리아의 양묘서비스 본부에 의해 편집 제공된다.

4. 양묘장 운영 현황

PRT Hybrid 양묘장은 PRT(Pacific Regeration Technologies Inc.)사의 지역회

사인데 이 회사는 BC 주 Pit Meadows농업단지 8a구역으로 Vancouver 동쪽의 

Fraser Valley에 위치하고 있다. 이 양묘장은 미국 국경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양묘장 면적은 12.5ha이다. 매년 1,000만 본의 1-0 용기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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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고 300만 그루의 2-0 묘와 기타 형태의 묘목이 생산되고 있다. 이 묘

목들은 캐나다와 미국 서부지역에 보급, 조림되고 있다. 표준 규격묘뿐만 아

니라 특수묘목도 생산하고 있다. PRT 회사의 양묘과정은 BC 주의 다른 양묘

장과 마찬가지로 전 과정이 한 개의 시스템으로 자동화되어 있다. 피트모스 

배양토가 스티로폼 용기에 자동으로 투입되면 종자가 종자투입기에서 스티

로폼 용기로 투입되며 이 용기는 받침대(Benches)에 옮겨져 온실로 이동된

다. 온실에 이동된 파종상은 알맞은 온도와 관수 등 육묘 관리를 거쳐 야외

에서 경화처리를 한다. 작업장에서 규격에 맞는 묘목을 검사하여 포장한 다

음 냉장창고에서 약 -3℃로 보관되었다가 수요자의 조림지로 운반 이동된다.

우리나라 연 조림수의 약 31%에 해당하는 1,300만 본의 묘목생산에 종사하

는 정규직원은 단 7명뿐이다. 양묘공정 중 솎아내기에 가장 많은 인력이 소

요되는데 이에 필요한 인력은 일용직으로 해결하고 있다.



참고 문헌 93

참고 문헌

김종진, 한문영, 윤광배, 윤택승, 김동원, 임지영. 2003. 국유양묘장 경영개선 방안

에 관한 연구 . 산림청.

김종진. 2013. “양묘산업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묘목생산 체계 분석.” 건국대학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13. 종자공급원 조성·관리 기본 계획(안) .

산림청. 2013. 2013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 .

산림청. 2012. 임업경영실태조사 .

산림청. 2007. 임업경영실태조사 .

산림청. 2002. 임업경영실태조사 .

산림청. 2010. 시설양묘정책 및 발전방향 연구 .

산림청. 종묘사업 실시요령 .

(사)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2002. 2002년 조림 및 육림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

산림청.

석현덕, 장철수, 장우환, 김용환. 1999. 산림용 묘목생산 및 묘목가격 사정체계에 

관한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석현덕, 이요한, 박상준, 차두송, 정규원, 양성학. 2006. 산림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택승, 김종진, 권기원, 송국현, 정영숙, 송기선, 장광은. 2010. 시설양묘정책 및 발

전방향 연구 . (사)한국시설양묘연구회.

최명석, 김의경, 문현식, 김형호, 윤석락. 2011. 산림용 묘목 품질인증 도입 방안 연

구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최명석. 2013. “임업 선진국의 산림사업과 종묘산업 사례연구.” 경상대학교.

한국양묘협회. 2012. 한국양묘협회 50년사 .





연구보고 R691-3

농림업 후방연관산업의 전략적 발전방안(2/3차연도)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묘산업 발전방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12.

발  행 2013. 12.

발행인 최세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문원사

전화 02-739-3911~5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548-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산림용 종묘 생산 현황과 관련 주요 제도
	1. 산림용 종묘 생산 현황
	2. 산림용 종묘 생산 체계와 관련 제도

	제3장 산림용 묘목 생산방식과 생산자 현황
	1. 산림용 묘목 생산 방식
	2. 산림용 묘목 생산자 경영 현황

	제4장 산림용 묘목 이용자의 조림 사업과 문제점
	1. 수종별 조림 현황
	2. 조림 사업자 현황과 조림의 문제점

	제5장 외국의 종묘사업 동향과 전망
	1. 주요 임업국의 종묘사업 변천
	2. 시사점

	제6장 산림용 종묘산업 발전과제
	1. 산림용 종자산업 발전방안
	2. 산림용 양묘산업 발전방안

	부록 캐나다의 종자 수급과 양묘 현황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