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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림이 64%인 산림부국이지만 국산 목재 및 목제품 시장은 주로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제품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국제 통상

관계, 기후변화, 자원보호 등에 따라 국내 목재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 국내 목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

해 정부는 2018년부터 산림분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의 조성·육성·생산·가공·유통·이용의 전 과정이 단절 없이 순

환되는 시스템을 통한 산림비즈니스 성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산림자원 순환

경제의 핵심은 자원순환을 위한 목재 생산 및 이용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조건을 산림의 공급부분을 중

심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적화 산림관리 방향을 정량분석을 통해 도출하

였다. 산림관리의 두 가지 현안인 목재생산을 위한 최적화 관리 전략과 목재생산 

모델에 산림탄소 흡수 등 환경적 가치를 결합하여 국내 목재시장에 지속적인 자원

을 공급할 수 있는 최적화 산림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유사 정책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산림자원 순환경제 정책 관리자

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가 국내 목재 산업이 활

성화되어 산주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며 산림복지와 환경이 더욱 풍요로운 산림부

국으로 가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9.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iii

연구 배경과 목적

○ 정부는 2018년부터 산림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의 조성·육성·생산·가공·유통·이용의 전 과정이 단

절 없이 순환되는 시스템을 통한 산림비즈니스 성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다. 과거에 식재된 나무가 성숙하여 목재 생산기가 다가왔으나 이를 적절

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었기 때문에 산림자원 순환

경제의 핵심은 자원순환을 위한 목재 생산 및 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본 연구는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조건을 산림의 공급부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적화 산림관리 방향을 정량분석을 통

해 도출하였다. 산림관리의 두 가지 현안은 목재 생산을 위한 최적화 관리

전략과 목재 생산 모델에 산림탄소 흡수 등 환경적 가치를 결합하는 것이

다(Mendelsohn et al. 2017). 본 연구는 최적화 모델을 통해 산림 이산화탄

소 흡수를 고려한 벌채 계획을 제시하고, 최적화 벌채 계획을 통해 잠재적 

자원의 동태적 공급가능 수준 변화를 예측하였다. 또한 현상태를 유지하

였을 때와 비교한 영급구조, 목재 자급률 변화, 산림관리 사업 변화에 따른 

고용 인원 변화 등 목표달성 지표를 도출한다. 최적화 달성을 저해하는 현

실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산림자원 

순환경제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일본의 자원순환이용정책을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국내 산림자원 및 정책 현황분석, 일본의 유사 정책 

사례, 정량분석으로 나뉜다. 현황분석에서는 문헌조사, 통계자료 등을 통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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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정의와 주요 정책, 산림자원의 공급 및 수요부문

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정량분석에서는 산림의 최적화 상태를 달성하도록 

하는 장기 벌채 계획량, 최적 벌기령, 영급구조 등을 도출하고, 목표달성지

표 등을 분석하였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향후 정

책 방향을 모색하고, 국내 산림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의 유사 정책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기후 및 자연환경을 가

지고 있다. 또한 불균형한 영급구조, 산지에 주로 분포한 산림, 영세하고 

경영 의욕이 낮은 산주 등 우리 산림과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

문에 국내 임업정책 수립에 많은 참고사례가 되어왔다. 일본의 경우 우리

의 산림자원 순환경제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자원순환이용정책을 앞서 실

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순환경제에 비해 일본의 정책은 산림산업 

분야에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차이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의 성

공 정책을 우리나라에 단순히 적용한다면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고 판단된다. 일본에 비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강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산림관

리 기반을 비교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 SWOT 분석을 통해 국내 산림자원관리 분야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살

펴본 결과,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동안 녹화 등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던 것을 ‘자원 생산을 위한 장기적 계획수립’, ‘효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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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에

서 창출되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부분 효율화가 필요하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이고 시업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효율적 벌채 계획이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효율적 벌채는 또한 산림의 

최적 구조 달성을 위한 주요 관리 수단이다. 효율적 벌채를 통해 지속가능

한 산림 서비스 공급을 위한 최적 영급구조에 도달할 수 있으며, 경제적 가

치가 높은 수종으로 갱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최적 벌채 계획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동태 관계식을 적

용하여 시나리오별 공급량 변화를 전망하였다. 시나리오는 현상태 유지,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 최적화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현상태 유지는 

현재의 벌채량이 향후에도 지속됨을 가정하고,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은 

2016년까지 시행된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에 따른 벌채 계획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을 가정하였다. 이의 두 시나리오에는 영급코호트 모형을 적용

하고 향후 목재 공급량 변화를 전망하였다. 최적화 시나리오는 다영급 산

림을 고려한 효용 극대화 문제를 적용하여 산림탄소흡수의 제약하에 산주

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벌채량을 도출하였다. 

○ 분석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벌채량은 최적화 상태가 아

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상태 유지 시나리오에서는 현재의 벌채 수준을 유

지할 경우 매년 총 2,922천 ㎥의 목재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

다. 침엽수 목재 공급량은 1,700천 ㎥이며, 활엽수 목재 공급량은 1,222천 

㎥로, 침엽수 목재의 국유림 공급량은 56천 ㎥, 사유림 공급량은 1,64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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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향후 영급구조를 살펴보면 현재에 비해 어린 영급들의 면적이 감

소하고 6영급 이상의 면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면적 영급의 목재 성장 

여부에 의해 목재 공급량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목재산업 진흥종합계획 시나리오에서는 원래 2016년까지 적용되도록 수

립된 목재산업 진흥종합계획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

간 최대 벌채 면적은 침엽수 국유림 7.85천 ha, 침엽수 공·사유림 37.36천 

ha, 활엽수 국유림 11.12천 ha, 활엽수 공·사유림 33.15천 ha로 계산되었

다. 벌채 총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적화 관리 시나리오에서는 나지에 대한 벌채 시기를 먼저 도출한 후 산

림의 가치를 추정하여 최적화 벌채 시기와 벌채 수익을 도출하였다. 침엽

수 사유림의 경우 목재 수익과 탄소 수익을 모두 고려하여 벌채할 경우 4영

급이 최적 벌채 시기이며, 1,732천 ha의 침엽수 사유림 나지의 가치는 총 

392십억 원(단위 면적당 226.3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침엽수 

국유림의 벌채 시기는 6영급이며, 최대 벌채 가능 면적은 처음 10년간 86

천 ha, 벌채량은 26,920.2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벌채면적을 전체 면

적의 1/6 이하로 제한할 경우 벌채 가능량은 20,677천~34,665.9천 ㎥일 것

으로 예상된다. 활엽수의 경우 침엽수와 동일한 방법을 활용한 결과, 사유

림과 국유림 모두 6영급이 최적 벌채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엽수 사

유림의 경우 벌채 면적은 6영급 288천 ha, 5영급 374천 ha 등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영급 간 면적은 균형을 이루다가 이후 6영급이 가장 넓고 1~5영

급 면적은 동일한 형태를 띠게 된다. 활엽수 국유림의 경우 6영급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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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면적은 처음 10년간 162천 ha, 벌채량은 32,821천 ㎥이나 벌채 면적

을 전체 면적의 1/6로 제한할 경우 벌채 가능량은 30,602천 ㎥일 것으로 예

상된다.

○ 각 관리시나리오에 따른 연간 목재 공급량을 정리하면 최적화 시나리오,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 현상태 유지 순으로 크게 나타나며, 2080년 이후

는 목재공급계획 벌채량과 최적화 벌채량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목재 자급률을 살펴보면 최적화 시나리오의 경우 생산된 국내 목재

가 모두 용재로 공급하다고 가정하면 침엽수와 활엽수 목재 수요량을 모두 

국내에서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 시나리

오의 경우 침엽수와 활엽수 목재 수요량을 모두 국내에서 충족할 수는 없

으나, 예측된 국내 목재 수요량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상태를 유지할 경우 2050년경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

주들의 효용수준은 최적화벌채,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 현상태 유지 순으

로 높은 것이 나타났으며, 모든 벌채계획에서 침엽수림에서 얻는 효용이 

활엽수림에서 얻는 효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화 관리 시나리

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벌채를 위해 현재보다 많은 양의 고용 인

력이 필요하며, 조림 및 임도 건설을 위해서도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야 한

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년 5만 명 정도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본격적인 목재 생산기가 시작됨에 따라 목재 생산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진, 산림구조 개선, 수종 갱신 등 자원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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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벌채·조림·육림·재조림 등 관리 부문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산림관리가 산주들의 소득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야 한다. 국내 산림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확 

벌채량을 최적화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둘째 산림경영의 전문화가 필

요하다. 셋째 임도건설, 기계화를 통해 시업비용을 절감하여 국산 목재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기본 방향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

심과제를 정량분석과 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

저 벌채, 조림, 숲가꾸기 등에 대한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향후 자

원량을 예측하기 위해 국가 벌채계획, 숲가꾸기, 조림계획에 대한 청사진

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 수행되는 수확 벌

채량은 최적화 수준이 아니며, 산림청이 계획하는 목재 자급률 달성목표

에 도달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벌채 계획은 장기적으

로 최적화 벌채량 수준에 도달하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적화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간 수확 벌채량은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하

여야 한다. 벌채량 증진으로 공급 과잉이 발생할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러나 그동안 국산 원목을 적극 활용하지 못했던 이유로 지속적인 공급이 

어려웠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벌채량이 증가한다면 공급물량 확보에 대

한 우려로 국산재 활용을 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해외 

원목 수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방 제재소 등을 중심으로 국내산 원목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벌채 후 수종갱신을 시행하고 경제림을 중심으로 수종을 단순화해야 할 것

이다. 현재 국내 산림은 목재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기후변화와 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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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취약한 소나무림의 비율이 높다. 경제림 중심으로 소나무림의 벌채량

을 높이고, 경제수종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인공림은 목재 생산

에 용이하도록 편백, 삼나무, 낙엽송으로 수종을 단순화하였다. 우리나라

도 향후 기후변화에 적합한 경제 수종을 개발하고, 경제림의 경우 그 수를 

단순화하여 경제적 가치와 시업 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집중 

조림수종이 장기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하다. 향후 기후변화, 환경, 경제·사회적 필요 등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

로 조림수종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우수한 산림종자를 생산하

는 채종원의 숫자를 증가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으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벌채는 산림 훼

손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산림 보존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합법적인 벌채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산림 보

호 인식이 증가한 데는 석유 연료 등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산림 보호 캠페인이 큰 역할을 하였다. 합법적인 벌채의 

중요성 및 효과 등을 홍보하여, 단순한 보호를 넘어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

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산림관리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산주들의 협조가 없다면 

정책 실현이 어렵다. 산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

하고 있는 산림시업 플래너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산림조합과 연계하여 사업 제안서 제안 및 산주 설

득, 이후의 시업까지 일괄적으로 이행되는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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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 산림 경영

인을 육성하고 다양한 산림경영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산림관리의 전문화

가 달성되어야 한다. 현재도 부재 산주 등을 중심으로 대리경영이 수행되

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산림시업 플래너 등과 연계하여 역할이 세분화되

고 대리경영이 자산 관리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되어야 한

다. 정부에서는 전문 산림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중 시범 경영단지를 지정하

여 완전히 전문 경영인들에게 위탁하여 모범적인 목재 경영 모델을 만드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 일본의 산림관리 효율화 정책의 중심에는 시업의 집약화가 있다. 시업의 

집약화를 통해 임도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임업기계 사용이 용

이하고 목재의 대량공급으로 산주들의 가격협상력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

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산주가 많고, 숲이 주로 산지에 분포해 있

는 우리나라도 시업의 집약화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

다. 국내 임목수확구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벌채비용을 줄이

고 국산 목재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계화가 필요하다. 그

러나 단기적으로는 시업량을 높이고 임도를 건설하여 기계화 임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임업기계는 구

입비용과 유지비용이 높기 때문에 적정한 시업량과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

는다면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도는 특히 중요한 기

반시설이며, 산림경영을 위한 적정 임도 밀도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과 인

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경영 기반에 적합한 임도 밀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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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m/ha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목

재 생산을 위한 적정 임도 밀도인 26m/ha까지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후 국내실정에 맞는 임업기계를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

며, 민간기업 등의 투자와 시장진입을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의 경우는 시업의 집약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산림소유 정보를 명확히 

하는 데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림소유정보를 

명확화하고 해당 정보가 각 지자체 간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6

년 재편된 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 육성단지는 전체 사유림의 41%를 차

지하는 등(126개 시군구) 우리나라에서도 집약화 시업을 위한 정책이 많

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산림을 소유한 산주가 해당 시군에 살지 않거나 소

유자가 모호한 비율이 약 60%로 나타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데 걸림

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재산주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재 산주들이 스스로 나타나

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불제와 산림소유정보, 산림

경영계획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림사업비용을 포함한 

환경지불금을 산림소유정보를 등록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제출한 산주들

에 한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산림환경지불금 제도를 수립하고, 대국민 홍

보를 통해 부재 산주들을 불러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가에

서 시행하고 있는 가업승계제도를 2세대 이상 산주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여 산림경영이 세대에 거쳐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는 젊은 산주들의 산림경영 참여 독려와 세대에 거친 산림경영의 맥을 잇

기 위해 산림상속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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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량분석 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통계의 정확

도를 높이는 등 자원량 정보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하다. 특히 임업통계연

보, 임목 생장량 등 기초 통계는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되는 횟수가 줄어들

더라도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많이 분포하는 수종에 대한 수확

표 조사가 필요하며, 대상임지도 국유림, 사유림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

하다. 목재가격 및 비용(조림, 벌채)은 최적 벌채의 해(solution)를 도출하

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표적 수종의 임목가격 및 비용에 대한 자료

가 부족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목재 등급을 포

함한 영급별 입목가격을 조사하고, 이가 시장가격과 실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급 데이터의 세분화여 정책의 섬세함과 연결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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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Research on How to Achieve Circular Economy for 

Forest Resources With a Focus on Forest Management  

 

Research Background

Since 2018,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circular economic development in forest resources as one of the core tasks 

in the forest sector. It is to establish a forest business growth model through 

a system in which the entire process of forest creation, upbringing,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is circulated without 

interruption. It has been a continuing problem that the matured trees 

approaching their due production date, planted in the past, were not put into 

proper use. The main point of the circular economy in forest resources is 

expecting to focus on timber production and usage of resource circul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conditions of circular 

economic development in forest resources centers on forest supply. For this, 

we derived the direction of the forest management optimization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Two challenges in forest management are the 

optimization of management strategies for wood production and 

incorporating environmental values such as forest carbon uptake with the 

timber production model (Mendelsohn et al. 2017). This study proposes a 

deforestation plan that considers forest carbon dioxide uptake through an 

optimization model and predicts dynamic changes in the level of the 

potential supply of resources. Also, the study produces a target achievement 

index such as the comparison between the current state and the struct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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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lary, the change in the rate of timber, and the change in the number of 

employees due to changes in forest management projects. In order to 

examine the practical problems that hinder the achievement of optimization 

and to discover its solution, we looked at Japan’s resource recycling policy, 

which has a similar purpose to our circular economy research in forest 

resources.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is composed of the analysis of domestic forest resources and 

the current policy status, similar policy cases in Japan, and quantitative 

analysis. In the current situation analysis, we reviewed the definition of the 

Forest Resource Circular Economy, the central policies, the supply of forest 

resources, and the deman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statistical data.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we derived the long-term harvesting plan, optimal 

harvesting age, and structure of maturity in the means to achieve the 

optimized state of the forest, also analyzing the target achievement index. 

We explored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ies in the Forest Resource Circular 

Economy, which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We also looked into similar 

policies employed by Japa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domestic forest 

management as both countries are similar in terms of climate and the natural 

environment. Japan has often been a case of reference during the 

establishment of forestry policies in Korea as it faces similar difficulties to 

Korea, such as unbalanced age distribution, dispersed forests within 

mountainous regions, and a low drive to manage mountain stocks. In Japan, 

the resource recycling policy that was implemented earlier has a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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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o Korea’s forest resource cycling system. Compared to Korea`s 

forest resource circulation economy, Japan`s policy focuses more on 

improving efficiency in the forest industry sector. 

However, while Japan and Korea have similarities, there are also 

differences. So if we directly apply Japan's successful policy to Korea, it 

would be hard to achieve the same outcomes. We compared Japan’s forest 

management infrastructure to Korea’s to examine our deficiencies and 

strengths and to se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policy priorities.

Findings

The SWOT analysis of Korea's policies in the forest resource 

management sector shows that in order to have success in the forest 

resource circulation economy, there must be a shift in focus from recording 

and other quantitative growth toward qualitative growth such as "long-term 

planning for resource production" and "guaranteed efficiency." In order to 

increase the profit generated from the forest, Korea needs to improve the 

management. Moreover,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output per unit area 

and reduce the start-up cost. To do this, Korea has to establish an effective 

logging plan. Efficient deforestation is also a major management tool for 

achieving the optimal maturity structure of the forest. Efficient 

deforestation can lead to an optimal permanent structure for sustainable 

forestry services and the possibility of restructuring with species of high 

economic value. In order to quantitatively suggest the optimal logging plan, 

we applied the dynamic relationships of previous studies and predicted 

changes in supply by scenario. The scenarios were set in three: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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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tatus quo, comprehensive timber industry promotion plan, and 

optimization.

The status quo assumes that the current harvesting amount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nd the timber industry promotion plan assumes that the 

logging plan in line with the timber industry promotion plan implemented 

until 2016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s well. Both scenarios applied a 

permanent cohort model and projected future changes in timber supply. The 

optimization scenario applied the problem of maximization of utility 

considering multi-forests to derive harvesting to maximize the utility of 

forest owners under the constraint of forest carbon absorption.  

The analysis shows that the current harvesting in Korea is not at its 

optimal level. In the current state of maintenance scenario, it is estimated 

that if the current level of logging is maintained, a total of 2,922 thousand ㎥ 

of timber will be supplied each year. The coniferous wood supply is 1,700 

thousand ㎥. The deciduous tree supply is 1,222 thousand ㎥. The 

coniferous national forest supply is 56 thousand ㎥, and the coniferous 

private forest supply is 1644 thousand ㎥. Looking at the future maturity 

structure, as the area of younger age group decreases and the area higher 

than class 6 maturity mainly increases, it is expected that the volatility of 

wood supply will increase depending on the growth of the multi-level age 

groups of wood.

The scenario assumed that the Timber Industry Comprehensive 

Promotion Plan initially designed to last till 2016 would carry on. 

Accordingly, the maximum annual logging area was calculated as 7.85 

thousand ha of national coniferous forest, 37.36 thousand ha of public and 

private coniferous forest, 11.12 thousand ha of national deciduous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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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33.15 thousand ha of deciduous forest. The total number of logging 

harvest was shown to increase over time. 

In the optimization management scenario, deforestation timing was first 

derived, and then the value of forests was estimated to derive the optimal 

timing and revenue of logging. In the case of private coniferous forests, it is 

the best time to harvest during the class 4 maturity when considering both 

timber and carbon revenues, the total value of 1,732 thousand ha of private 

coniferous forests being 392 billion won (226.3 thousand won per unit 

area). The harvesting time of the deciduous, coniferous national forest is 

class 6 maturity. The maximum possible harvesting area is 86 thousand ha 

and the harvesting amount is 26,920.2 thousand ㎥ for the first ten years. 

When the maximum logging area is limited to less than 1/6 of the total area, 

the possible harvesting amount is expected to be 20,677 thousand ㎥ ~ 

34,665.9 thousand ㎥. In the case of deciduous trees, the same method as 

that of conifers showed that maturity class 6 was the best season to fell trees 

in both private and national forests. In the case of private deciduous forests, 

the area of felling was estimated to be 288 thousand ha in maturity class 6 

and 374 thousand ha in maturity class 5. The area between maturity classes 

becomes balanced as the widest being maturity class 6 and the areas of 

classes 1-5 being the same. In the case of national deciduous forests, the 

maximum deforestation area of class 6 is 1,162 thousand ha for the first ten 

years and the logging amount is 32,821 million ㎥. However,  if the logging 

area is limited to 1/6 of the total area, the possible harvesting amount is 

30,602 thousand ㎥.

The annual timber supply in line with each management scenario is 

summarized in order of optimization scenario, comprehensive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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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promotion plan, and the status quo. After 2080, the gap between 

harvesting and optimized harvesting in the Timber Supply Plan is likely to 

reduce. In terms of timber self-sufficiency, the optimization scenario 

assumes that all domestic timber produced is supplied as materials. Also, 

both coniferous and deciduous timber demand is likely to be met in Korea. 

In the case of the timber industry promotion plan, both coniferous and 

deciduous timber demand cannot be met in Korea. However, the predicted 

domestic timber demand is expected to be met. However, if the status quo is 

maintained, supply shortages are expected by 2050. The utility level of 

mountain owners was higher in order of optimized deforestation, 

comprehensive timber industry promotion plan, and status quo, and the 

utility from coniferous forest in all deforestation plans was found to be 

higher than what was obtained from the deciduous forest.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optimization management scenario, more human resources 

are required for logging than those who are currently being hired, and 

additional personnel must also be employed for afforestation and road 

construction. As a result, 50,000 workers are additionally needed every year 

nationwide. 

As full-scale timber production begins, measures should be explored to 

make valuable use of resources such as increasing income of forestry 

workers, improving forest structure, and renewing species through timber 

produc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sector, such as logging, afforestation, forestry, and 

reforestation, so that forest management leads to an increase in the income 

of the owners. Th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national 

forest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o increase harvesting to an optim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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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specialization in forest management is necessary. Third, the cost of 

domestic wood should be improved by reducing the construction cost 

through improvement in mechanization and forest road construction. The 

essential tasks to achieve the objectives outlined in the basic directions were 

derived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and Japanese case analysis as follows. 

Initially, a long-term plan for logging, reforestation and foresting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predict future resources, the government should 

present a blueprint for the national deforestation plan, reforestation, and 

afforestation plan. The analysis in this study shows the current harvest yield 

is not at the optimal level, and it is not sufficient to reach the goal of 

achieving the timber self-sufficiency rate planned by the Forest Service. 

Furthermore, logging plans will need to be set up to reach optimized 

logging levels in the long run. To achieve optimization, the annual harvest 

in the future should increase by nearly ten times. However, increasing 

harvesting could lead to oversupply. However, it is hard to overlook the fact 

that the continuous supply was difficult because of the inability to use 

domestic timber. If harvesting increases, concerns over securing supply 

could ease the use of domestic materials. In addition, as imports of timber 

from abroad become more difficult, tendency to use domestic timber will 

increase, especially in local sawmills.

After deforestation, tree species should be renewed and simplified 

centering on forest economics. Currently, domestic forests have a relatively 

low timber value and a high percentage of pine forests that a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pests. Focusing on economic forests, we should increase 

the logging of pine forests and replace them with economic species. In 

Japan, planted forests have simplified species such as cypress, ceda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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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ch to facilitate timber production. Korea should also develop economic 

species suitable for climate change in the future, and the number should be 

simplified to increase economic value and operational efficiency. It is also 

necessary to maintain a policy to ensure that afforestation tree species do not 

change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fforestation species in the 

long term according to future climate change, environment, economic and 

social needs. The number of seed orchard that produces good forest species 

should be increased, and also, policy support should be implemented.  

Although much is mitigated compared to the past, there is still a 

perception among the people that any deforestation is forest destruction. 

Instead, there seems to be an excellent preference for essential forest 

preserv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f 

legal deforestation. Although the change in lifestyle due to petroleum and 

fuel usage played a part in people's opinion for forest preservation, it was 

ultimately the government's extensive forest protection campaign that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ncreasing the public awareness of this matter. 

By promoting the importance and effectiveness of legitimate logging, 

awareness on sustainable management must be spread throughout the public 

so that the idea of wrongful forest preservation can be combated. 

Even if policy consensus on forest management is established,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policy without the cooperation of the forest owners.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the owner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forestry industry planner policy from Japan and establish 

policies to support it. For cooperation with forest association, policy support 

should be carried out in order to increase efficiency by introducing a linear 

system that would bind the business project proposals, persua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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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ain owners, and subsequent start-ups. In addition, specialization in 

forest management should be achieved by fostering professional forest 

managers and developing various forest management profit models. 

Although surrogate management is currently carried out in place of absent 

owners, their roles should be specified by connecting it with the forestry 

planner mentioned above. Also, the surrogate management should be 

specialized to act as an asset manager. It appears b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policies to foster professional forest managers.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 pilot management complex among leading forest 

management complexes and completely entrust it to professional managers 

to create an exemplary timber management model.

At the center of Japan's effective forest management policy is the 

integration of the commencement of work. The integration of the industry is 

producing a positive effect such as efficiently arranging forest roads, 

facilitating the use of forestry machines, and increasing the bargaining 

power of mountain owners by supplying large quantities of timber. In 

Korea, where there are many small-scale mountain owners and forests that 

are mainly distributed along with the mountain rang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management efficiency through the integration of industry. A 

large part of lumbering expenses must be reduced that takes a significant 

portion from the domestic timber harvest structure, and a mechanization 

process is required to secure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timber. 

In the short term, however, priority should be given to laying the foundation 

in order to perform mechanized forestry by increasing the amount of 

construction and constructing forest roads. It must be followed by the 

appropriate amount of workload because forestry machinery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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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sive to purchase and maintain and can instead lead to inefficiency. 

Forest roads are particularly critical infrastructure, and a concentration of 

budget and workforce is needed to achieve the proper density of forest roads in 

forest management. The active policy is needed to achieve the forest density of 

14 m/ha suitable for the forest management infrastructur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density of the forest road to 26 m/ha, which is the 

optimal density of roads for wood production. Afterwards, proactive 

investment is needed to develop forestry machinery suitable for domestic 

circumstances. It is expected to support its market entry and investment from 

private companies. In the case of Japan, it has put a priority in clarifying 

ownership information with a variety of policies in the efforts to consolidate 

the industry.  In the same way in Korea, forest ownership information should 

be clarified, and the information should be available to be shared locally. Many 

policy efforts for industry consolidation were implemented in Korea, such as 

the Economic Forest Development Complex that was designed to reorganize 

wood production in 2016, accounting for 41 percent of total private forests 

(126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However, either because the forest owners 

do not live in their pertinent city or have an ambiguous ratio of about 60 

percent, this is preventing practical outcomes from being produced. 

In Korea, it is difficult to collect information on absent property owners, 

so policies are needed to encourage absentee owners to show up on their 

own. To this end, we suggest a way to link payment system, forest 

ownership information, and forest management plan. Forestry business 

costs, including environmental payment, would be paid only to those 

owners who register their forest ownership information and submit their 

forest management pla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to impleme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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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environment payment system and to call in absentees forest owners 

through national publicization. Moreover,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system currently implemented in the country should be applied to owners of 

more than two generations so that forest management can be continued. 

In the case of Japan,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system that exempts 

young forest owners from the Forest Inheritance Tax in order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forest management and to bridge the difficult task of 

forest management among their generation. In order to carry out quantitative 

research that supports the policy,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resource 

information, such as increasing the accuracy of statistics. Mainly, basic 

statistics such as forest statistics and tree growth are vital. Also,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accuracy even if the number of surveys is reduc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yield table for species with high distribution and 

to classify subject's target land into national and private forests. Timber prices 

and costs (e.g. reforestation, deforestation) are critic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solution for optimal deforestation. The lack of data on forestry prices and 

costs of representative species made it difficult to conduct various analyses. 

Wood prices, including wood prices by age-class, must be examined, and this 

should translate to market prices in practice. Finally, the policy to segment the 

age-class data should be thorough. Finally, the segmentation of age-class data 

should be linked to the thoroughness of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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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자원이

자 생태자원이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고 국토를 

녹화하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와 국민의 산림 보존 노력을 통해 산림의 ha당 

임목축적은 1990년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하는 등 산림자원의 양적증가가 이루어

졌다. 복구된 산림이 안정기에 도달함에 따라 산림의 역할에 대한 개념이 보존에

서 활용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산림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효용을 누리고자 하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잠재적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녹화와 보존에 비해 자원의 개념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산림자원이 주는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자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림-육림-수확 및 이용-재조림’의 선순환 구조를 구

축하고, 산림의 건강성 유지와 자원 확보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산림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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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을 보유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즉 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관리로 지속적인 자원 확보와 최적화된 이익을 추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원(resource)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 자연계에서 얻고 생

산되는 물질을 의미한다.1) 유형적 실체인 자원은 물질 자체가 아닌 물체와 인간의 

요구 및 문화와 상호 연계성에서 정의된다. 따라서 단지 보유상태의 산림은 엄밀

한 의미에서 자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

적 계획에 따라 이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산림분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

다. 산림청의 정의에 따르면 산림자원 순환경제는 산림의 조성·육성·생산·가공·

유통·이용의 전 과정이 단절 없이 순환되는 시스템을 통한 산림비즈니스 성장모

델을 의미한다. 기존의 산림자원 육성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산림자원의 생산·

이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에 따라 그동안 보존에 치중했던 산림 정책에서 벗어나 산림자원을 적극 이용하도

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핵심은 자원순환을 위한 목재생산 및 이용이 될 것이다. 

과거에 식재된 나무가 성숙하여 목재 생산기가 다가왔으나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점, 풍부한 목재자원이 임업인의 소득과 연계되지 못하는 점 등 목재자원 

부문의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림 순환경제의 주

요 정책에는 벌채목을 활용하고 벌채된 산림을 재조림하여 자원의 지속가능한 순

환이용을 유도하는 정책 및 경제림 단지 조성, 국산목재 소비 활성화 등 국산목재

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다수이다.

그러나 불균형한 영급구조(age class)2)와 낮은 경제성 및 목재 자급률 등 국내 

산림자원의 순환체계를 저해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국내 산림의 대부분이 1970~ 

1)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7725&cid=40942&categoryId 

=31819: 2019. 2. 7.)

2) 나무의 수령을 10년 단위로 나눈 등급(예: 1영급(1~10년생), 2영급(11~20년생), 3영급(21~3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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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에 집중 조성됨에 따라 산림 구조가 특정 영급(age class)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목재 생산, 탄소흡수 등이 주요 영급의 성숙 여부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

하여 안정적인 경제소득과 탄소흡수량 확보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Mendelsohn et al. 2017).

현재 국내 목재 자급률은 15% 내외로 낮은 편이고, 주로 경제성이 낮은 저급용

재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한적인 벌채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산

림관리 기반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더불어 기후변

화, 목재 수출국의 수출 제한, 불법 벌채목 거래 제한 등 외부적 요인으로 공급 분

야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경우 산림을 이용하는 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

로 전망된다. 

산림의 조성·육성·이용 전 과정이 단절 없이 순환되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인 산

림 관리3) 부문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업의 근본은 벌채·조림·육

림·재조림의 순환구조를 통한 지속가능한(sustainable) 생산이며, 모든 임업 선진

국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요소이다. 지속적인 공급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

공·유통·이용 분야의 비효율로 연결될 수 있다.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서

는 공급 기반인 산림관리 분야의 효율성 저해 요소들을 살펴보고, 현상태와 최적 

상태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적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이

드라인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상태와 최적화 상태를 비교함으로

써 둘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정책 방향이 모색될 수 있다. 

3) 산림관리는 환경, 경제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 또는 숲을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구현

하는 과정이다. 주요 수단으로는 벌채, 조림, 육림(숲가꾸기)이 있으며, 광의적으로는 임도건설 및 재

해예방이 포함되기도 한다. FAO의 정의에 따름(http://www.fao.org/forestry/sfm/85084/ 

en/: 201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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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조건을 산림관리 측면, 즉  공급

부문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적화 산림관리 방향을 정량분석

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산림관리의 두 가지 현안은 목재생산을 위한 최적화 관

리전략과 목재생산 모델에 산림탄소 흡수 등 환경적 가치를 결합하는 것이다 

(Mendelsohn et al. 2017). 본 연구는 최적화 모델을 통해 산림 이산화탄소 흡수를 

고려한 벌채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학계에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산림관리의 

최적화 상태는 법정림(Normal Forest)4)이다. 즉  모든 영급의 산림이 같은 면적으

로 존재하는 법정 영급분배에 도달하도록 벌채계획을 수립하여 산림관리의 최적

화 상태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유림의 경우 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더불

어 산주의 소득 창출이 고려되어야 한다. 임령에 따라 목재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제약조건으로 하여 산주들의 소득을 극대화하는 벌채 계획

은 단순히 법정림을 목표로 하는 벌채 계획과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다. 지속적인 

자원 생산이 소득 창출면에서 효율적임을 고려하였을 경우 최적화된 산림의 모습

은 결국 현재보다는 법정림에 가까운 상태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되나, 완전히 법

정림과 동일한 모습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적화 벌채 계획을 통해 잠재적 자원의 동태적 공급가능 수준 변화를 예측하

며, 현상태를 유지하였을 때와 비교한 영급구조, 목재 자급률 변화, 산림관리 사업 

변화에 따른 고용 인원 변화 등 파급 효과를 도출한다. 최적화 상태의 모습에 가까

워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정책수립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정책, 일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산림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도

출한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기후 및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불균형한 영

급구조, 산지에 주로 분포한 산림, 영세하고 경영 의욕이 낮은 산주 등 우리 산림과 

4) “경영목적에 따라 임목을 벌채하여도 그 산림의 생산력을 지속할 수 있는 산림을 말하며, 이와 같은 

상태를 법정상태라 함(산림임업 용어사전, https://www.kofpi.or.kr/info/tech_04.do: 2019. 

3. 2.) 법정림의 세부적인 조건은 모든 임령의 산림이 같은 면적으로 존재하는 법정 영급분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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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임업정책 수립에 많은 참고사례가 되

어왔다. 일본의 경우 우리의 산림자원 순환경제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자원순환

이용 정책을 앞서 실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순환경제는 일본의 자원순환

이용 정책에 비해 일자리 창출 등 좀 더 넓은 분야를 다루지만, 일본의 자원순환이

용 정책은 산림산업 분야에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청년 임업인 육성도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닌 전문가 양성

에 초점을 맞추는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효율화 정책은 

목재 수출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

는 비효율의 원인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와 동일한 경우가 많으므로, 산림관

리 부문의 효율성 증진은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

다.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의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 일본의 사례는 국내 정책 

입안자들에게 많은 참고 사항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산림·목재에 관한 전망 및 예측 연구 

국내에서 산림 및 목재에 관한 전망 및 예측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

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 연구는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으므로 

자원관리 측면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연구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는 목재의 수요와 함께 공급부문을 고려한 모형에 관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정영관(1981)은 장기 국내 목재수요량과 목재수입량을 다중회귀방정식을 이

용하여 예측하였다. 주요 변수는 1인당 GNP, 목재 및 목재제품 도매물가지수, 목

재 국내가격지수에 대한 수입가격지수를 나타내는 상대가격 등을 설명변수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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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시간(Period)에 각 설명변수를 회귀하여 예측치를 도출하고, 추정 함수

에 해당 값을 대입하여 최종적 예측치를 계산하였다. 목재수요함수의 설명력(R2)

은 낮은 편인데, 피해목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벌채, 산림법에 따라 산주들의 임

의적 벌채 행위 불가 등 행정적 제약을 설명변수가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장우환·석현덕(1993)은 Box-Cox 목재 수요함수를 이용하여 용도별·대안별 목

재 수요를 전망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는 목재 가격, 대체재 가격, 목제품 생산산업

의 활동변수, 국내총생산이며, 이를 원목가격의 함수라고 가정하였다. 임업통계 

요람과 목재수요에 관한 연구(윤여창·김의경 1992)의 기초 통계 자료를 이용하

였으며, 목재 총수요 함수, 침엽수 용도별 수요함수(총수요 함수, 침엽수 펄프재 

수요함수, 침엽수 일반 용재 수요함수, 갱목 수요함수), 활엽수 용도별 수요함수

(총수요, 펄프재 수요, 일반용재, 합판용재) 등을 추정하였다. 목재 총수요 및 침엽

수 용재는 가격 탄력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국내 목

재시장이 주로 해외산에 의해 지배됨에 따라 목재 가격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내재 소비는 수요 독과점적인 형성에서 결정

되므로 탄력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염상철(1993)은 국내 목재수급에 모형을 구축하고 중장기 예측을 시나리오를 

통해 전망하였다. 원목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수종별, 용도별로 나누어 추정

하였고, 주요 목제품에 대한 수요함수를 도출하였다. 모형은 수요와 공급의 주요 

변수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장기 전망이 아닌 외생성을 가정한 독립변수에 따른 

단일 방정식을 이용한 장기 전망치이다.

주린원·이성연(1998)은 목재를 목제품시장과 원목시장으로 구분하고, 수요 및 

공급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은 수급관계식(14개)과 가격관계식(4개), 항등식(8

개) 등으로 구성되며, 공급부분의 상호 연계를 고려한 장기 전망치를 도출하였다. 

제품의 공급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이윤극대화를 가정하였고, 원목의 공급함수는 

원목가격과 6영급 이상 임목 축정량에 대한 회귀식에 의해 도출되었다. 그 외 원

목공급은 외생변수로 설정하였다. 모형의 한계는 제품의 균형가격이 내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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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외생적으로 추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상민 외(2013)는 FASMO 2008을 개선한 FASMO 2013을 구축하였는데, 모

형은 목재 공급부문, 목재제품 시장부문, 단기임산물 시장부문으로 구분하여 구

성된다. 목재의 공급원은 수확벌채와 수종갱신, 피해지 벌채, 솎아베기이다. 코호

트 식을 이용하여 영급 면적의 동채 변화를 추정하였다.  국내 주요 목제품인 제재

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 등의 수급모형을 추정하였으며, 단기소득 임

산물은 밤, 떫은감, 대추 표고, 산나물 등에 대한 수급모형을 구축하였다.

이상민 외(2014)의 연구에서는 FASMO 2013에 연료용 목재를 추가하여 목재 

수요량을 전망하고, 장기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해외산림개발 면적을 

예측하였다.

2.2. 산림관리 차원의 목재 공급에 관한 연구 

손영모 외(1997)는 임분수확표를 이용하여 산림자원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과 정책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임목축적량, 연간생장량, 연

간벌채량, 영급분포 등을 장기 예측하였다. 산림자원은 산림면적변화, 생장 및 벌

채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경영 형태 등 외부 요인도 산림생장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장기예측결과 임목 총축적량은 집약도가 높을수

록, 벌채율이 낮을수록 많아진다. 총생장량은 벌채율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영 

집약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집약도와 벌채율이 높을수록 총 벌채 가능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외(2008)는 목재수급 모형을 구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장기 예측을 시

도하였다. 원목공급부문을 예측하기 위해 코호트(Cohort) 생태방정식을 이용하

였다. 수급모형은 원목시장과 제품시장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공급가격은 

모형의 방정식의 상호작용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되도록 구축되었다. 

원현규 외(2010)는 현재의 불균형한 영급구조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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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달성할 수 있는 목재 생산 잠재량을 LP모델, Fuzzy-LP모델, GP모델,  

Fuzzy-GP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목적함수는 미래에 수

확되어지는 재적을 최대로 하는 것이며, 제약조건은 영급구조개선, 보속수확, 벌채

면적 제한 등이다. 추정결과 연간 목재 생산 잠재력은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7,000천~8,000천 ㎥으로, 현재 생산량의 약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endelsohn et al.(2017)은 목재생산과 산림탄소저장의 두 가지 산림관리 분야

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화 관리전략을 한국의 산림에 적용하였다. 글로벌 목

재 모형과 탄소완화의 최적제어(optimal control) 모델을 이용하여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벌채량 및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산림의 가치란 목

재 수익과 이산화탄소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이산화탄소의 가치는 산

주들에게 지급되는 탄소임대료를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1970년대부터 수행

된 집중조림으로 벌채 시기에 도달한 산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벌채량은 향후 십여 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해야 함이 나타났다. 미래의 지속적 수

확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인 재조림이 이루어져야 하며, 산림 탄소흡수를 증진시

키기 위해 산주들에게 산림탄소 저장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동태적 유인이 효율적 산림탄소 흡수 증진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2.3. 산림모형 연구 

산림모형은 전 세계의 임업 분야를 다룬 글로벌 모형과 지역적 또는 국가적 부

분만을 다루는 지역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범위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균형모형

(General equilibrium model)은 모든 경제적 활동을 포함하며, 분균형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은 임업 분야만을 다루고, 목재공급모형(Timber supply model)

은 공급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연산일반균형모형(CGE)은 산림 분야와 거시경제적 측면의 상관관계를 집중

적으로 강조하는 모형으로, Binkley et al.(1994)이 CGE를 이용하여 브리티시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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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비아주의 산림생산의 감소가 지역에 미치는 거시경제학적인 영향을 추정하였

다. 지역경제에 산림 분야가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생산 고용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CGE 모델을 이용한 것이다. Lin(1996)은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CGE를 구축하고 산림부분 수출정책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인도네

시아는 목재가 주요 수출품목이기 때문에 목재 수출정책은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균형모형은 산림 외 분야의 변화가 산림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Vincent(1992)와 Manurung et al.(1997)은 인

도네시아의 열대원목 수출금지가 인도네시아 산림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부분균형모델을 이용하였다. Prestemon et al.(1996)은 부분균형모델을 이용

하여 북아메리카 FTA(NAFTA) 체결에 따른 산림 분야 영향을 분석하였다. 

NA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가 목제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일반경제부

문의 활성화로 인해 목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긍적적인 측면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Uusivuori and Kuuluvainen(2005)은 비산업 사유지 벌채를 통한 산주의 효용함

수를 이용하여 다년생 나무로 구성된 산림의 적정 벌채전략을 도출하였다. 산림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목재와 쾌적함(amenity)을 포함하였는데, 주어진 조건에

서 어떠한 형태의 영급 구조를 가진 산림이라도 법정림(normal forest)으로 만들 

수 있는 법칙을 찾아냈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벌채를 수행하는 비주기적인 산림

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속림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한 벌채량은 보속 산림 구

조와 연계성이 없음을 밝혔다.

2.4.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차별성

국내 산림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은 영급구조 

불균형 등으로 단기적 측면에서는 목재자원과 이산화탄소흡수의 지속가능한 공

급을 보장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연간 생산되는 목재량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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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급 잠재량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원현규 외(2010), Mendelsohn et 

al.(2017) 등의 연구가 밝힌 바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자원공급을 

위해서는 불균형한 영급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현재보다 벌채 수준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 대부분 국내 연구는 공급보다는 수요에 초점

을 맞추어 수행되었고, 자원관리 측면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주요 연구주제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는 목재의 수요와 함께 공급부문을 

고려한 모형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자원관리를 위한 벌채계획 등을 구체

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드물게 수행되었다.  

국내 산림의 잠재 생산량을 제시한 원현규 외(2010)는 영급구조, 보속수확 등 

산림 경영 목표에 따른 벌채량 등을 제시하였으나, 목적함수는 미래에 수확되는 

재적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개별 산주들의 수익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산림

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원으로 목재 생산량만을 고려하였고, 탄소 흡수 등 산림

의 어메니티(amenity)는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목재와 이산화탄소 흡수를 고려한 산주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다

영급 산림의 최적 벌채 계획 및 미래 잠재 자원량을 도출한다. Mendelsohn et 

al.(2017)의 연구가 목재 생산과 이산화탄소 흡수에서 오는 수익을 목적함수로 설

정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산주가 산림을 통해 획득한 수익을 소비하는 데서 

오는 효용을 목적함수로 설정하였다. 효용을 목적함수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산주

들의 성향 등이 효용함수의 형태로 반영되므로 더욱 다양한 분석과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비목재가치인 산림탄소의 편의가 목적함수에 포함되지 않고 

제약조건의 상한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벌채 시기뿐 아니라 벌채량도 구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선형계획법 등을 활용한 기존 연구처럼 법정림(normal forest)을 벌채 계획의 

제약조건으로 설정하지 않는 대신 산주들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벌채 계획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점근적으로(asymptotically) 도달하게 되는 최적화 영급구조가 현

상태보다 법정림에 가까움을 도출하였다.

공급부분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수요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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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요 모델을 이용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량과 비교하였다. 수

요와 공급의 비교를 통해 목재 자급률 계획 목표 달성 가능성 여부, 향후 목재시장 

잠재 규모를 진단한다. 또한, 공급량 변화를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에 미치

는 파급효과를 예측하였다. 

국유림과 사유림의 경영목적을 구분하지 않은 기존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국유

림과 사유림을 다르게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사유림은 개별 산주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효용극대화가 주목적이지만, 국유림은 좀 더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하나의 최적 벌기령을 제시하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

와 달리 최적 벌기령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때 단기는 기존산

림 벌채시기를 의미하며, 장기는 재조림된 산림 벌채시기를 의미한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3.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전체 시업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시

업지는 수종별·소유별·영급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수종은 크게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으로 분류하고, 소유권에 따라 국유림과 사유림으로 분류하였다. 침엽수

와 활엽수 그리고 사유림의 기준 벌기령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공유림은 점유 

면적의 비중이 매우 낮고, 관리목표도 시군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연구대상 영급은 1영급부터 6영급으로 한정하였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6

영급은 6영급과 그 이상 영급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산림자원은 목재와 이산화탄소이다. 단기 임산

물 등은 통계자료 부족으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며, 생물다양성 등 가치 측정이 

어려운 비시장적 가치도 연구대상이 아니다. 이산화탄소의 가치는 국제 탄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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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형성된 탄소가격을 이용하였다.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구조를 전방사업과 후방사업으로 구별하였다. 산림의 전방사업은 제조, 유통, 판

매 등 최종 소비자와 가까운 분야로 정의하고, 후방사업은 조림, 육림, 벌채, 재조

림의 자원관리 분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가 산림관리 효율화이

므로 연구의 대상은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후방산업이 될 것이다.  

그림 1-1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조도 

자료: 저자 작성.

3.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국내 산림자원 및 정책 현황분석, 일본의 유사 정책 사

례, 정량분석으로 나뉜다. 현황분석에서는 문헌조사, 통계자료 등을 통해 산림자

원 순환경제의 정의와 주요 정책, 산림자원의 공급 및 수요부문의 현황을 살펴보

았다. 정량분석에서는 산림의 최적화 상태를 달성하도록 하는 장기 벌채계획량, 

최적 벌기령, 영급구조 등을 도출하고, 목표달성지표 등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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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관리 현황 및 주요 유사 정책 등을 통해 국내 산림관리 분야의 문제점을 도출하

고,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제2장은 먼저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조작적 정의를 수립

하고, 산림순환경제의 주요 정책 및 일본의 유사 정책을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시

행되는 산림자원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산림자원

관리 분야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산림자원 순환경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산림자원 

순환경제와 유사한 일본의 자원순환이용 정책을 살펴보았다. 일본 산림산업 분야

에 직면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세부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적

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산림자원관리 분야에 대한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 제시된 일본의 정책들을 단순히 우리나라에 적용한

다면 비슷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일본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부

족한 부분과 강점을 살펴본다면 정책적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제4장에서는 관리 방법에 따른 산림자원 공급량 변화를 정량분석을 통해 도출

하였다. 산주의 효용을 극대화하면서 지속적인 자원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은 산림

의 조성·육성·이용 전 과정의 단절 없는 순환을 위한 필수 기반이기 때문이다. 산

림자원의 수요·공급부문의 현황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자료 조사 및 정량 분

석을 수행하였다. 수요부분의 현황과 미래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국내 목재 및 목

제품 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목제품 수급 모형을 이용하여 미래수요를 도출하였

다. 이상민 외(2013)의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2050년까지의 품목별 목제품 수요, 

원목 수요 등을 추정하였다. 공급부문과 관련하여 수종별·소유별 산림면적 분포, 

임목 축적량 분포, 국산 목재 자급률 등의 통계변화를 제시하였다. 미래 공급량을 

전망하기 위해 관리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자원 공급량을 예측하였다. 관리 시나

리오는 현상태 유지,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에 따른 관리, 최적화를 반영한 관리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현상태 유지는 최근 평균 벌채량만큼의 벌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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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계속 수행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이며,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에 따른 

관리는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수행된 계획에 입각한 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따

른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이다. 최적화를 반영한 관리는 효용극대화 등 목적함수에 

따른 동태 관계식에 의해 도출된 최적화 산림관리를 의미한다. 현상태 유지 시나

리오와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공급량 변화는 영급 코호트 

모델을 이용하여 전망하였고, 최적화 상태 시나리오에서는 Uusivuori and Lautri 

(2007)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각각의 관리계획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미래 영급

구조와 자원공급량 등의 전망치를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각 관리 시나리오의 목표 달성 지표를 분석하였다. 각 시나리오에 

따른 산주의 효용변화, 목재 자급률 달성여부, 추가 고용 인력 및 예산 등을 도출하

였다. 마지막으로 정량 분석와 앞선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하여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을 위한 관리효율화 방향을 도출하였다. 

그림 1-2  정량분석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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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추진 체계

연구추진 체계는 <그림 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국내 현황 및 정책 등을 정

리하여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을 위한 필요 요인과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정

량분석을 통하여 최적화를 달성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를 현상태 유지 

또는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을 따를 때와 비교하여 제시하였고, 일본의 사례를 통

해 공급부분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림 1-3  연구추진 체계도

산림순환경제 수립을 위한 중점 과제 (국내 현황, 해외 사례)

산림관리 
효율성 증진

목재 수요 증진 목재자급률 증가 일자리 창출 

현상태 유지 최적화 상태 달성 목표량

1) 현상태 유지: 벌채량(A)
2)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에 의한 

벌채량 (B) 
최적관리하의 벌채: 벌채량(C)

벌채량

C-A=∆
C-B=∆′

↓코호트 모형 
↓ Usuivuori and Laturi(2007)의 방법을 변형한 

효용극대화 벌채량 

2018 
↓

2050

영급면적(재적)변화 X
목재공급량 변화 Y

영급면적(재적)변화 X’
목재공급량 변화 Y’

 영급 면적 비율 
변화 비교 

1) 지속가능한 자원공급 
- 영급구조 개선, 지속적인 자원 공급량 확보 
2) 목재 자급률 달성 
- 적정 벌채수준, 조림수요 
- 목재 수요와 공급량의 차이 도출: 현상태 유지, 목재공급계획 벌채량, 최적화 벌채 
- 산림청의 국산재 자급률 목표 달성 가능 여부  
- 국산 목재 자급률 증가 방향  
2) 일자리 창출 
- 최적 벌채량 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벌채 및 재조림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재정   
3) 산림관리효율화 정책 방향 
- 국내 산림자원 순환경제 저해 요인 등을 일본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일본 및 국내 사례를 통해 제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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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정의 및 관련 정책

1.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정의 

1.1. 산림자원 순환경제와 자원순환경제 

산림청은 2018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으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제시하

였다.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 이용의 전 과정이 단절 없이 순환되는 경제 체제를 

통해 산림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가 당면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청년실업, 경제성장저하 등 대내외적 위기를 완화

하고 새로운 산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고령화와 소득 증가에 따라 

친환경 소재, 목조주택 등 임업 분야는 신수요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으나, 현재와 

같은 보존위주의 산림정책으로는 이와 같은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청년실업 등 고용 문제가 커짐에 따라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산림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산림청이 정의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제’는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 이용이 균형

을 이루는 선순환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폐기물 발생 감축과 활용이 목적인 환경

부의 ‘자원순환경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추구’ 등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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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측면에서는 일치하기도 한다. ‘산림자원 순환경제’가 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통

한 산림자원의 경제·사회적 가치 제고에 중점을 둔다면, ‘자원순환경제’는 ‘생산-

소비-관리-재생’ 등 자원 활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 및 이용률 향상 

등 자원 효율적 생산구조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림자원 순환경제’에서도 

벌채지 바이오매스 활용확대 등 폐기물 감축과 활용 등을 제시하나, 이것이 정책

의 중점 목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은 그 자체로 생태자원이므로 재활용

과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중점 목표는 벌채·조림·육림·소비·재조림의 순환을 반복하면서 목재 등 자원을 생

산하고 산림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표 2-1>은 산림자원 순환경제

와 자원순환경제의 단계별 세부과제를 비교하였다.

표 2-1  산림자원 순환경제와 자원 순환경제 단계별 세부과제 비교 

산림자원 순환경제 자원순환경제 

벌채 
- 벌채계획 수립 
- 벌채규모 확대
- 비용절감

생산
- 업종별 자원 생산성 제고
-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설계 

육림

- 기능별 산림관리 강화
- 국유림의 합리적 경영 및 관리
- 산림탄소경영 
- 산림가치 증진

관리
- 배출, 수거, 선별체계 혁신
- 직매립 처리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 유해 폐기물 안전관리강화 

소비

- 목조 건축지원
- 벌채지 바이오매스 이용
- 목재산업단지 조성
- 공공기관 국산재 우선 구매 강화
- 국산재 이용촉진을 위한 브랜드 개발

소비
-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 자원효율적 친환경 소비 촉진
-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

재조림

- 스마트 양묘장 확대
- 수종갱신
- 국유림 확대
- 경제수종 확대 

재생
- 미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 물질재활용 중심의 체계 개선
-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및 산업육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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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 연구에서의 산림자원 순환경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제는 1차적으로는 산림청이 정의한 ‘산

림자원의 조성, 육성, 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선순환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자원

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사회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도 자원의 조림, 육림, 이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잠재 수요에 맞춘 

지속적인 산림 자원 확보와 관련된 부분이다.

산림청의 정의에 덧붙여 본 연구는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을 개별 주체들이 

산림을 이용해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도 포함한다고 본다. 풍

부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국내 산림관리는 주로 정부 

주도하에 수행되었고, 목재산업도 보조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즉 산림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이 아직은 미흡하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술한 바와 같이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후방산업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산림은 유형·무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개별주체들이 산림의 조림, 육

림, 벌채 및 이용 과정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마련된다면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증진과 지속적인 산림관리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다. 잘 가꾸어진 산림이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산주들에게 

산림관리가 인센티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후방산업 기반이 육성된다면 목재 유

통, 판매뿐만 아니라 산림복지 분야 등 전방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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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산림정책과 핵심과제

2.1. 국내 산림정책 기본 방향5) 

2.1.1. 산림정책 변화

국내 산림정책은 1973년 제1차 치산 녹화계획 10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10년 단

위 산림기본계획을 통해 추진되었다. 산림정책은 전쟁 등으로 황폐된 국토를 녹

화하기 위해 심는 정책을 중심으로 출발하였으며, 4차 산림기본계획 이후 산림을 

가꾸고 혜택을 누리는 정책으로 발전하였다. 

1차와 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차: 1973~19826), 2차:1979~1988) 기간에는 

황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조림과 보존 위주의 정책이 수행되었다. 녹화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빨리 자라는 속성수 위주로 식재되었고, 임목축적 증대를 위해 

목재 이용이 제한되었다. 3차 산림기본계획(1988~1997)에서는 산림 자원화의 개

념이 대두되었으며 산림경영의 필요성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정책의 기본 방향

이 녹화 위주에서 자원화 정책으로, 보존 위주에서 관리 위주로, 규제 위주에서 조

성 위주로 전환되었다. 경제적 이익과 산업용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목재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국내 산림자원량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피해목 등을 중심으로 목재를 생산하고 대면적 벌채를 지양하는 등 목재생산을 위

한 적극적 벌채는 권장되지 않았다.

대내외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면서 4차 산림기

본계획(1998~2007)부터는 나무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부터 산림탄소흡수, 산림휴양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부각되기 시작하

였다. 조림정책은 양적 조림에서 질적 조림으로의 전환이 시도되었고 속성수보다

5) 산림기본계획 각 연도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6) 1차는 조기목표 달성으로 1978년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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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수종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산림자원량이 증가하고 휴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부터는 산림의 기능을 누리

도록 하는 정책이 중점적으로 시행되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탄소흡수, 수원함

량 등)을 강화하는 정책이 수행되었으며 목재 이용정책도 자원의 확보나 임업인 

소득증진보다는 친환경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산림서비스 환경지불제를 통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산림환경서비스를 내부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산림

휴양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휴양림, 치유의 숲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산림복

지 정책이 수행되었다.

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7))에서는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림을 자원순환경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직·간접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국내 산림의 벌채시기가 도래하여 목재자급률을 높이

고 산림을 통한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이 추진중이다. 또한 산업용

재에 주로 이용되었던 국산목재의 가치를 높이고 목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

로 육성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1  산림정책 변화

자료: 산림청(2018b: 3).

2.1.2. 자원관리 부문 산림정책의 성과와 한계

산림녹화의 성공으로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이 증가하는 등 자원의 양적 증가가 

확보되었다. 또한 임도 등 기반시설이 증가하고 독림가, 임업후계자 수가 크게 증

7) 2017년 개정된 ｢산림기본법｣에 따라 관련 국가 계획과 연계강화를 위해 20년으로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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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등 산림관리기반 여건이 향상되었다. 현재 한국의 산림면적은 국토의 

63%로 세계평균의 2배이며, ha당 임목축적은 146㎥로 OECD 평균(131㎥)을 상

회하고 있다. 임목 축적량은 1970년 ha당 10㎥에서 2015년 ha당 146㎥로 14배 증

가하였고, ha당 임도길이는 1988년 0.21미터에서 2017년 3.2미터로 10배 이상 증

가하였다.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수도 1988년 492명에서 2017년 9,575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2-2  산림자원 및 경영기반 변화

단계별 1988 1998 2008 2017

산림면적(천 ha) 6,491 6,436 6,375 6,326

ha당 임목축적(㎥) 33 56 103 150.2

목재자급률(%) 5.6 7.1 10.1 16.2

도시숲 조성(ha) - - 1,415 4,180

ha당 임도 밀도(m) 0.21 2.1 2.6 3.2

독림가·임업후계자(명) 492 887 2,072 9,575

임산물 생산액(백억 원) 및
GDP대비 비율(%)

74(0.22%) 155(0.22%) 408(0.42%) 920(0.56%)

자료: 산림청(2018c)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산림자원의 양적 증가와 산림관리기반 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산림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산림의 특정 영급 편중과 

목재 분야의 낮은 국제 경쟁력은 산림의 최적 기능 발휘와 안정적 목재 공급의 방

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1980년대 집중조림시기에 이루어진 

국내 산림은 산림 구조가 특정 영급(age class)에 치중되어 있다. 현 구조를 유지한

다면 2050년 이후에는 6영급 이상이 전체 산림의 73%를 차지하는 등 급격한 노령

화가 예상된다. 

노령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산림 이산화탄소 흡수량 감소이다. 산림탄소 흡

수량은 임령에 따라 증가하여 2~3영급에서 최고치에 도달 후 증가율이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김영환 외 2017). 산림청에 따르면 국내 산림의 이산화탄소 순 흡

수량은 2008년 62백만 tCO2에서 2014년 47백만 tCO2로 감소하였다. 현 추세를 이



제2장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정의 및 관련 정책 | 27

어갈 경우 2030년 이후에는 순 흡수량이 30백만 tCO2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된다. 또한 불균형한 영급구조로 인해 다면적 영급의 산림 벌채 시기 후 목재 공

급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목재수급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치산녹화기에 조성된 나무들이 성숙하여 목재생산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임도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생산 확대에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산림면

적이 한국의 50%인 오스트리아는 한국보다  5배 이상의 원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산림면적이 한국의 20%인 스위스의 경우도 생산되는 원목양은 우리와 비슷한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임도등 기반시설 부족이 우리나라의 원목 

생산성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산림면적은 우리나

라의 절반이지만 임도밀도는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이며,  스위스도 우리보다 임

도밀도가 8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우리나라와 주요 임업선진국의 임업조건 비교

산림면적
(만 ㏊)

원목생산량
(만 ㎥)

인공림 비율
(%)

사유림 비율
(%)

평균임목축적
(㎥/㏊)

임도밀도
(m/㏊)

일본 2,496 2,113 41.1 59.3 196.3 14.0

오스트리아 396 1,755 43.7 82.0 298.5 45.0

독일 1,110 5,561 47.7 43.6 336.0 51.8

스위스 125 487 13.7 29.0 352.5 26.7

한국 634 490 19.8 67.1 146.0 3.2

자료: 산림청(2016b) 각국 자료.

<표 2-4>는 산림청의 자료와 연구진들의 판단을 취합하여 도출한 자원관리 분

야의 SWOT 요인이다. SWOT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림부문의 양적 증가가 달성

되고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었으나 지속가능성과 목재산업 경쟁력 등 산림의 질적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과 도시화로 산림면적은 점차 감소하고, 농산촌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양적 확장에는 한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의 질적 부분을 보완하기 위

해 체계적인 산림관리가 필요하며, 임도, 기계화 장비 등 기반설비가 보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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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여겨진다. 기반설비는 고인건비로 인한 시업비용 상승을 완화하는 역

할을 할 것이다. 

파리 신기후체제에서 산림은 효과적인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흡

수량 증진을 위해 산림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산림의 

불균형한 영급구조를 개선하고 현존 산림의 탄소흡수율을 높이는 효율화를 추구

해야 한다. 

향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8)가 정착된다면 세계 목재시장의 공급 불확실성

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국산 목재·목제품 수요 확대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해외 부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산재 자급률을 높

일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생산량을 확보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품질을 개선

하는 등 취약한 국산 목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2-4  산림자원 분야 SWOT 요인 

내부여건 

강점요인
(Strengthen) 

S1: 녹화정책 성공으로 목재의 양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가 
S2: 산림자원 성숙에 따라 산림산업 성장 가능성 증가 
S3: 산림녹화 및 산림경영 경험과 기술 축적 

약점요인
(Weaknesses)

W1: 산림자원의 특정영급 편중으로 산림기능 최적발휘와 지속가능성 저하
W2: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낮아 국산 목재의 경쟁력 취약
W3: 임도, 기계화 임업장비 보급률 부족   

외부여건 

기회요인 
(Opportunity)

O1: 파리신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문제 해결수단으로 산림의 중요성 강조
O2: 환경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목재·목제품 수요 증가 예상
O3: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로 국산 목재·목제품 수요 증가 가능성 

위협요인
(Threats)

T1: 개발과 도시화로 산림면적 점진적 감소   
T2: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국산 임산물 시장 점유율 저하
T3: 기후변화로 산림 건전성 저하 

자료: 산림청(2018c)과 연구진들의 판단을 취합하여 저자 작성. 

8) 불법 벌채가 세계 환경 파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10월 이후 부터는 합법 벌채된 목재와 목제품만 수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산림청 웹페이지, https://www.forest.go.kr: 201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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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중점과제

산림자원의 양적 증가와  산림관리기반의 향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후

방산업인 산림경영은 정부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목제품 제조 등 

전방사업도 시장 개방 등으로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업인의 평균 소득

은 농업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9) 산림 관련 일자리는 대부분 일용직 단기 일자

리로 구성되는 등 임업이 “돈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해 산림청은 6차 산림기본계획과 함께 조성·육성·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선순환 경제 체제인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성과목표와 세부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2-5>와 같다. 경제림과 국유림을 확대하고(조성) 산림 경영 기반 강화, 

숲가꾸기 사업 내실화(육성)를 통해 지속적인 자원 생산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숲에서 생산된 산림탄소 흡수 기능, 목재, 임산물 및 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이용) 공급확대와 소비 촉진정책을 수립한다. 산림을 조성·이용하는 과정에

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도록 한다. 

표 2-5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중점과제

중점과제
중점과제 
성과목표

세부과제 추진배경 주요내용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기능별 산림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산
림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극대화

·기능별 산림관리 및 경제림 
육성 

·국유림의 합리적 경영·관리

·산림면적은 매년 감소하나 
목재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목재자원 공급 필요 

·산림자원 확충과 산림의 공
익기능 증진,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해 임업선진국 수준의 
국유림 확보 필요   

·산림을 경제수종으로 갱신하
고 숲의 기능에 따른 숲가꾸
기 추진 

·숲가꾸기 시업 내실화 
·국유림 확대·집단화로 산림
경영 효율성 제고

산림 탄소흡
수 증진

·산림탄소흡수량 효과적 관리 ·파리협정에 따라 산림탄소흡
수량을 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
맵”에 산림을 탄소흡수원으
로 반영 추진

·임업인의 탄소상쇄제도 참여 
유도 

9) 산림청(2018c)에 따르면 임가의 소득은 농가소득의 89%, 어가 소득의 7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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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중점과제
중점과제 
성과목표

세부과제 추진배경 주요내용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임업인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 

·임산물 생산·유통현대화로 임
업 경쟁력 강화 

·임업 경영여건 및 재해 안전망 
강화로 임업인 경영 안정화  

·임산물 수출 확대 및 통상대
응 강화 

·청정임산물 수요 증가에 따
라 시설확대와 유통체계 개
선 필요 

·귀산촌인 증가에 따라 산림
경영지도, 자연재해복구지원, 
임업인 육성 지원 필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조치 
증가 등 새로운 통상환경 대
응 필요

·임업인 및 귀산촌인 경영안
정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산림경영지도 내실화
·진행중인 FTA에서 국내 임
산업 보호

·임산물 수출기반 구축 및 핵
심 수출조직 육성    

국산목재 경
쟁력 강화 

·목재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
한 경쟁력 강화 

·국산목재 이용 촉진
·국산목재 공급 확대를 통한 
목재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목재에 대한 관심증가와 법
제도 개선, 자원량 증가로 목
재산업 육성기반이 구축됨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
도와 기계화장비 보급 필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
바이오매스를 통한 화석연료 
대체 추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속, 
경제림 단지 임도시설 확충

·목조건축 활성화, 목재문화 
체험기회 확산 

·국산재 안정적 공급을 위한 
목재수급계획 수립

·난방용 목재팰릿 산업 안정
화를 위한 수요 확대  

자료: 산림청(2018c)의 내용을 저자 정리 및 재구성.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주요 목표는 결국 산림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표 2-3>의 SWOT와 <표 2-4>의 정책과제를 결합하

여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마련을 위한 필요 사항들을 <표 2-5>와 같이 도출하였

다.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자원의 지속성과 효율성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표 2-6> 참조). 도시화 등으로 산림면적의 감소가 예상

됨에 따라 양적 증진에는 한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림의 단위당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까지 숲가꾸기 등 산림 육성 

부분에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어 왔다. 그러나 인건비·유류비 상승 등 관리 비

용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히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정책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는 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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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구축의 필요 요건 

성장요인 문제점 필요 요건

(S1, O1)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산림
의 역할 확대 

(S1, O1, W1) 현 영급을 유지한다면 
향후 산림탄소 순 흡수량 급격 감소 예
상 

(S1, O1, W1, T1) 도시화로 인한 산림
면적 감소로 산림면적 증진을 통한 탄소 
흡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영급
구조 개선 등 관리개선을 통한 단위 면적
당 탄소 흡수량 증진 필요  

(S2, O2) 산림자원의 성숙과 목재 수
요의 증가로 목재산업 성장 가능성 

(S2, O2, W1) 다수 영급의 성숙여부
에 따라 자원 확보량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  

(S2, O2, T2) 국산 목재가 생산과 품질
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목재수
요가 증가해도 증가부분을 수입목재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 국산 목재 경쟁력
과 자급률을 높여야 함

(S3, O1)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 증진과 산림녹화 및 산림경영 경
험 축적으로 산림경영 여건 조성 

(S3, O1, W3) 인건비 상승, 임도와 기
계장비 등 인프라 부족으로 산림경영 
효율 저하 

(S3, O1, T3) 비용절감 등 관리부분 효
율화 달성 필요

주: S1, S2 등의 분류는 <표 2-3> 참조.

자료: 저자 작성. 

3. 일본의 자원순환이용정책 및 성과 

3.1. 일본 산림정책의 기본 방향 

일본은 임업 선진국 중 지형과 기후, 주요 수종 등 자연조건이 우리와 가장 비슷

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산주들이 많고, 2차 대전 이후 집중 식재한 

나무가 산림 대부분을 차지하여 불균형한 영급구조가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와 비

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절에서는 산림자원 순환경제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일본의 자원순환이용 정책과 그 성과를 살펴보고, 국내 적용 방향 등을 모색하고

자 한다. 산림 자원의 원활한 순환 사이클을 구축하여 산림자원의 이용을 촉진하

는 것은 우리나라 산림순환경제의 목적과 비슷하지만, 일본의 경우 산림자원 분

야 정책의 초점이 비용 절감 등 산림 산업의 효율화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림산업의 효율성 증진은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사

항이라고 판단된다. 일본이 직면한 산림 분야 비효율의 원인이 국내에서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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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정책사례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산

림자원 순환경제의 세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3.1.1. 일본 산림의 당면과제10)  

일본은 산림이 국토 면적의 67%를 차지하는 풍부한 산림자원 보유국이며, 목

재 이용에 용이하도록 수종이 단순화된 인공림의 비중이 높다. 임목축적량은 

2012년 기준 49억 ㎥이며 이중 인공림의 임목축적량이 30억 ㎥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인공림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2차 대전 이후 목재가격이 폭등하

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천연림을 베고 인공림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단위면

적(ha)당 임목축적은 202㎥/ha이며 인공림의 절반 이상이 벌기령11)을 넘겨 본격 

이용기에 접어든 것은 국내 실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신규 주택수요 감소, 

시장 개방으로 인한 일본산 목재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일본의 목재산업은 

장기적인 침체에 직면하였다. 일본 목재·목재제품 가격이 높은 원인은 고품질 제

품생산에 따른 원인도 있으나, 높은 인건비로 인한 시업비용 상승, 여러 관계자의 

이해가 얽힌 복잡한 유통구조와 높은 운송비 등이 주원인으로 여겨진다. 목재 수

요가 감소하고 해외 원목시장의 가격 하락이 나타나자 목재제품 가격도 하락하였

고, 생산비용으로 인한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 제품공장들은 상대적으로 임목가

격의 하락을 유도하였다. 또한 경기침체, 해외 제품 수입 등으로 향후 목재 가격의 

하락을 예상한 산주들이 벌기령에 도달한 나무를 급하게 처분하는 일이 많아지

고, 이로 인해 입목가격은 더욱 하락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관리비용으로 인해 산

주들의 수익은 나빠지고 경영 의지마저 저하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목재시

10) 임야청 전국산림계획 각 연도 및 해외 출장 면담내용을 토대로 작성. 일본출장 보고서 전문은 안현

진(2019) “일본의 산림관리 사례조사를 위한 국외 출장”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웹페이지

(www.krei.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11) 통상적으로 5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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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전반적인 악순환을 야기하였고, 임업의 전방 및 후방산업이 모두 침체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3.1.2. 일본 산림정책의 기본 방향 

일본 산림정책의 기본 방향은 “산림 산업의 성장산업화”이다. 산림자원이 축적

되고 목재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임업 및 목재산

업의 진흥과 자원의 순환이용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산림산업의 성장산업화는 2009년 “산림·임업재생플랜”에서 시작되었고, 현재까

지 계속 이어져 지방창생12) 정책의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민경택 

2019). 본격적 목재 수확 시기를 맞이한 일본은 산림을 통해 농산촌 인구 고령화, 

일자리 창출 등 일본의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목재 수요와 공급의 동반 하락, 목재가격 하락, 생산 비용증가, 산지 입목가격 

하락으로 인한 산주들의 이윤감소 등 일본 산림 산업 성장의 저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의 인공림 육성 위주의 정책에서 벌채와 재조림으로 이어지는 자원순

환이용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국산재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서는 먼

저 산림의 가치가 향상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산림 시업과 목재생산의 효율성

을 높이고, 청년층의 임업취업 촉진 및 인재육성에 힘쓰는 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3.2. 산림자원순환이용 정책 

일본의 산림의 많은 부분은 2차 대전 이후 목재생산을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산림이다. 해당 인공림이 성숙하여 본격적인 목재 생산기가 찾아왔으나 경제 기

12) 지방창생(地方創生)정책은 일본재흥전략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인구감소와 사회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지방에서 필요한 시책들을 종합해 놓은 정책이다. 기존의 지방정책은 분권화와 재정건전의 양

대 정책노선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지방창생 정책은 인구감소 등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정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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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써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소규모·분산적인 

사유림 소유구조, 입목가격의 장기적 하락 추세, 산주들의 무관심 등 산림 경영여

건이 악화되는 상황하에 조림·육림 등에 따르는 경비는 상승하여 산림산업의 경

제성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예를 들어 50년생 삼나무 인공림의 경우 목재 수입은  

2018년 94만 엔/ha(입목가격 기준)이지만 50년간 산림을 가꾸는 데 소요되는 비

용은 121만 엔/ha(전국 평균)으로 나타났다. 산림사업은 비용의 90%가 조림부터 

10년까지의 초기단계에 소요되고 수입은 50년 이후 발생한다. 따라서 수익이 적

은 상태에서 장기적 투자를 원하는 산주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자르고, 사용하고, 심기(伐って、使って、植える)”라는 산

림자원순환이용 정책을 추진하였다. 지금까지의 인공림 육성 위주의 정책에서 벌

채, 벌채 후 재조림으로 이어지는 자원의 순환이용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였다. 

산림 자원의 원활한 순환 사이클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임업 경영을 수행하기위해 

임업경영 효율화 도모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업의 집약화, 

조림·육림·벌채 등 임업 작업 시스템의 저비용화, 목재 판매 수입 확대, 전문 임업

인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림 2-2  일본의 자원순환이용 정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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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 일본의 자원순환이용 정책 중 후방 산업인 산림관리 분야 관련 정

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벌채·간벌(육림)·재조림 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안정

적 산림 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정책들을 의미한다. 산림관리 분야 정책의 목

표는 크게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확보와 효율성 향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산림자

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림계획, 벌채계획, 숲가꾸기 계획, 임도시설 구

축 계획 등의 장기계획이 수립되었다. 시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시업의 집약화와 비용절감 정책이 있다. 영세한 소규모 산주는 이웃 산주와 통합

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시업 집약화’를 추진하였다. 벌채 등 임업시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임목 수확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 상승

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3.2.1. 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벌채, 숲가꾸기 및 재조림 계획 

자원순환이용 정책에 따라 향후 15년간 103만 ha의 인공조림을 계획하여 벌채

와 재조림의 순환을 확립하고,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실현하도록 한다.  

<표 2-7>은 전국삼림계획(2019~2034)에 따른 벌채, 조림면적, 임도개설 계획량

을 나타내고 있다. 계획량에 따라 15년간 수확벌채는 연평균 2,514천 ㎥이며, 연평

균 68.3천 ha의 인공조림, 4.16천 km의 임도개설 및 450천 ha의 숲가꾸기(간벌)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7  사업계획량

구분 계획량 연간평균 

벌채임목재적(천 ㎥)

합계 82,155 5,477

수확벌채 37,707 2,515

간벌 44,448 2,693

조림면적(천 ha)
인공조림 1,025 68

천연갱신 958 64

임도개설(천 km) 62.4 4

간벌면적(천 ha) 6,754 450.3

자료: 林野廳(2018), 민경택(2019)에서 발췌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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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산림경영계획제도(시업의 집약화) 

산림경영 효율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시업의 집약화, 비용절감 방안 등이 있다. 

시업의 집약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림소유정보 명확화, 산림상속세 부

담 경감, ICT 활용 등의 보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집약적 시업의 목적은 소규모, 

분산적 특징을 가진 일본 산림 소유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업의 효율성을 높이

는 것이다. 일본의 임야청은 2009년부터 시작한 ‘삼림·임업재생플랜’을 이행하기 

위해 소규모로 분산된 사유림을 집약화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계획

에 따라 시업이 이루어지는 산림에만 임업보조금을 지급하는 산림경영계획제도를 

마련하였다(김영환·배재수 2017). 인접한 복수 산림소유자가 연합하여 산림시업

을 일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집약화 시업을 수행하면 임도를 효율적으

로 배치하게 되며, 고성능 임업기계 사용이 가능하여 시업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한곳에서 다량의 목재가 생산되어 규격과 품질에 맞는 목재 공급이 용이하다. 이에 

따라 수요에 대응하기 쉽고, 산주들이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집약적 시업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은 한국의 선도산림단지 제도와 

닮은 점이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선도산림단지는 국가가 지원하는 형식이지만 

일본의 산림경영계획제도는 자발적인 집약화 시업과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산주의 경우 관련 보조금 등 혜택에서 제외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13). 산림

경영계획제도의 목표가 큰 틀에서 보조금 제도 개선과 사유림 경영 전문화이기 때

문이다14). 

산주들의 산림경영을 돕고, 산림경영의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업방침과 수

13) 이 전에는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개인 산주에 대해서도 조림 및 숲가꾸기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14)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도 산림경영계획과 무관하게 숲가꾸기 시업이 이루어지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예산 낭비 문제가 나타나자, 소규모 산림을 집단화하고 전문경영인에게 위탁 경영을 추진하는 집

약화 경영으로 보조금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산림경영계획 수립률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2012년 17%에 불과하던 경영계획 수립률이 2014년 28.3%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립률은 지자체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佐藤宣子 2017a,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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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성을 사업제안서 식으로 제시하는 보험·자산관리사와 같은 형태인 ‘산림시업 

플래너’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산림시업 플래너는 전문 사유림 경영인력 부족

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조합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산림경영

계획제도 도입에 따라 임야청이 이를 제도화하였다. 산림시업 플래너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여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사업제안, 숲가꾸기 현장관리, 벌채된 간벌

재 판매관리, 사업비용 및 수익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사업제안서를 작

성하고 산주들을 설득하여 사업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김영환·배재수 2017). 역할이 증대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다수의 플래너가 팀 단

위로 협력하여 업무를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산림시

업 플래너는 집약화 사업을 위한 자격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은 플래너가 없

는 조합도 집약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도 않는다. 그러나 집약화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므로 사업추

진과정에서 산주들이 지자체와의 협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집약화 시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정보가 명확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 2012년 신규 산림소유자의 시정촌장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와 외

국자본에 의한 산림 인수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ICT를 활용하여 해당 정보의 

전산화 및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이 추진 중이다. GPS, GIS를 활용

하여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기(手記)로 작성된 임지대장을 전산화하는 작업

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도로 네트워크, 산지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클라

우드를 통해 각 지자체 및 임업경영체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작

업이 추진되고 있다.

3.2.3. 비용절감 방안   

높은 작업비용과 유통비용에 비해 시장 개방 등으로 목제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정체됨에 따라 목제품 업체 등은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입목가격의 하락을 유도하

였다. 결과적으로 유통·제조업체보다 산주들의 이익이 감소하게 되었고, 작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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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유통비용 등의 절감으로 입목가격의 상승을 유도하여 산주들의 소득을 보존

하고자 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산림 관리 분야에 적용되는 비용절감 정책은 작업 효율성 확보와 연관이 있다. 

높은 인건비, 유류비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작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작업 

시스템 개선 및 기계화를 추진하여 작업 효율 증진과 비용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이다.

가. 조림비용 절감 방안 

일본과 같이 육림 초기단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수확벌채 후 재조

림으로 이어지는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조림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벌채와 조림의 일괄 작업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벌채와 조림 

일괄 작업 시스템은 갈고리 등 벌채 및 반출에 사용된 임업 기계를 이용하여 벌채 

후 즉시 벌채지에 남겨진 가지를 제거하고 기계를 통해 묘목을 운반한 후 바로 재

조림을 수행하는 것이다. 효율적 이동을 위해 컨테이너 모종을 도입하였고, 묘목 

운반공정 및 노동 투입 감축을 통해 작업비용을 크게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나. 저비용 고효율 작업 시스템 보급

목재 생산은 벌채, 집재 등 여러 공정으로 구성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공정에 임업기계를 적절히 활용함과 동시에 임도 네트워크와 고성능 임업 기계

를 적절히 조합한 작업시스템이 필요하다. 임도망은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림시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네트워크로 임업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이다. 임도망을 정비함으로 작업 현장 접근도 개선, 이동시간 단축, 기계 도입의 

가능성 향상, 작업 안전성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임도는  또한 지진 등 자연 재

해로 일반 도로가 폐쇄되었을 때 우회 길로 활용될 수 있다.

 2017년 기준 일본의 임도 밀도15)는  22m/ha이다. 한국의 ha당 3m보다는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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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독일의 46m 등 유럽의 임업 선진국보다는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  일

본의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의 응답자가 필요 임도밀도는 

50m/ha라고 응답하였다. 「산림·임업 기본 계획」에서는 산림 시업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장기계획을 세워 임도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효율적인 임도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지형과 지질, 숲의 특성 등을 고

려한 최적 경로를 설정 및 설계·시공해야 하며, 이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다. 임야청은 임업 전용 도로망 구성에 필요한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육성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임업 전용 도로 기술자 연

수”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까지 2,196명이 수료하여 지역의 임도망 정비 사업

에 투입되었다. 임도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할 지도자 육성을 위해 2010년부터 연수

를 실시하고, 2017년까지 2,101명이 수준 높은 기술을 익혀 지역에서 지도자급으

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 수강자들은 또한 각 지역으로 파견되어 기술지도 등을 수

행한다.

일본의 고성능 임업 기계 도입은 1985년부터 추진되었다. 일본의 산림은 주로 

경사가 가파른 산악지대에 분포하므로 지형에 맞는 차세대 임업기계의 개발 및 도

입이 필요하다. 굴삭기에 와이어로프를 감는 드럼을 장착하여 벌채된 나무를 운

송하는 방식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고, 최근에는 로봇과 AI 기술을 활용한  임

업 기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원목의 품질을 자동으로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 

무인 주행 운송 장비, 임업용 어시스트 수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임업 장비의 개

발도 진행 중이다. 

<그림 2-3>과 <그림 2-4>는 일본의 전형적인 벌채 시스템과 오스트리아의 벌

채 시스템을 비교한 것이다. 일본의 전형적 벌채 시스템에서는 수확벌채를 위해

서는 일반적으로 3~4대의 임업기계와 4~5명의 인부가 필요하다. 한 명의 인부가 

15) 산림구역 내 임도의 총 연장거리(m)를 총면적으로 나눈 값. 임도 밀도가 높아지면 평균 집재거리가 

짧아진다. 

16) 한국 국내 산지에 구축된 총 임도 길이는 현재 대략 20천 km이며,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2030

년까지 54천 km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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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목재량은 4.6㎥이며 벌채에 소요되는 비용은 5,523엔/㎥이

다. 현재 일본에서 도입 중인 오스트리아의 벌채 시스템은 이동케이블과 트럭을 

이용하여 이동 벌채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3명의 인부가 필요하

며 한 명의 인부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목재량은 16~33㎥이며 벌채에 소요되는 

비용은 3,000엔/㎥이다. 새로운 벌채 시스템을 도입하면 비용을 ㎥당 2,523엔 정

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  일본의 전형적인 벌채 시스템

임업기계: 3~4대
인부: 4~5명
하루 생산량: 4.6㎥/명
벌채비용: 5,523 yen/㎥

자료: 일본 산림종합연구소 Hirofumi Kuboyama 박사 제공 자료(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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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오스트리아 벌채 시스템

기계설정시간: 3시간
인부: 3명
하루 생산량: 16~33㎥/명
벌채비용: 3,000 yen/㎥

자료: 일본 산림종합연구소 Hirofumi Kuboyama 박사 제공 자료(내부자료).

3.2.4. 그 외 부문 효율화 정책

□ 유통구조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산림관리 부문 외에도 유통구조 간소화, 전문 임업인 육성, 일본산 목재 점유율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등 산림산업 전 분야에 거쳐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시

행되고 있다.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해 집채

시장과 원목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프리컷 공장으로 이송하는 유통형태가 도입

되고 있다. 일본산 원목은 과거부터 형성된 유통업자들 간의 긴밀한 유대로 수입

원목에 비해 1~2단계 더 많은 유통경로를 거치며, 이것이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

었다. 최근 프리컷재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입목 생산지에서 프리컷 공장으로 바

로 이송하는 직송이 증가하고 있다. 직송으로 인해 유통과정이 간소화되고, 유통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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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 임업인 육성  

임야청은 2003년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임업 기술습득을 지원하는 녹색 일자

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취업 대상자를 위해 취업 상담회를 개최하고 20일 정도

의 임업취업 지원을 위한 강습을 실시한 후 3개월 정도 시험 고용을 시행한다. 고도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해 신규취업 후에도 현지연수와 집합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 국산 목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1950년대 이전까지는 일본 목재시장의 90%가 일본산이었으나, 1950년대 이후 

목재수입 자유화로 일본목재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자국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

였다.  임야청은 일본산 목재의 점유율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고, 이

를 위한 기본방침을 목재산업의 체재 정비와 국산재 이용확대로 설정하였다(안국

진 2007). 국산 목재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조재, 기초재, 내장재 등 재별 특성에 맞춘 개발 전략을 수립

하였다. 예를 들어 내장재의 경우 내구성과 내화성이 뛰어나 외벽 등에 활용 될 수 

있는 국산재를 이용한 제품개발을 시도하고, 합판 등에 삼나무를 적극 활용하도

록 하였다. 소경재와 중목재에도 도입할 수 있는 자동제재시스템을 개발하였으

며, 다른 수종을 조합한 집성재를 개발하여 저급 목재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스미토모임업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국산재 및 지역재를 제품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술개발에 사기업체들도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산림 상속세 부담 경감

대면적 산주의 경우 상속 문제로 경영규모 축소, 후계자에 의한 산림경영 포기 

등이 나타나자 2012년에는 우수한 경영 계획을 수립한 산주들에게 상속세가 유예

되는 “산림상속세 납세 유예제도”가 도입되었다. 일정 면적 이상의 산림을 산주

가 스스로 경영할 경우 산림경영 목표를 산림 경영계획에 명시하고 상속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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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지속적으로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 명시된 구역의 산림에 대해 상속세의 80%

의 납세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7년 세제 개정에서는 5ha 미만의 소규모 산

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납세 유예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3.2.5. 정책적 성과

자원순환이용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는 일본산 목재 및 목제품 수출확대, 산림 

일자리의 전문직화로 인한 청년 임업 종사자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림 관

리 분야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산림경영도 전문가를 통한 대리 경영이 활성화되

는 등 후방산업의 높아진 효율성이 산림산업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이후 목재수입 자유화로 가격 경쟁력에 밀린 일본목재의 자국 시장 

점유율은 하락추세이다. 또한, 고령화 등으로 신규 목재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그

러나 효율화 정책을 통한 비용절감, 엔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외국산 목재의 상대

적 가격 상승 등 해외 시장에서 일본 목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

었다. 2012년 이후 일본산 목재·목제품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2017년

에는 2016년 대비 수출액이 37% 증가한 326억 엔에 도달하는 등 40년 만에 최고

치를 기록하였다(Anzai 2018). 아시아 국가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고품질 목재

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자, 비용절감 정책과 환율 효과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추

고 북미와 유럽에 비해 접근성이 높은 일본 목재의 아시아 시장 수요, 특히 중국에

서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최근 청년 임업종사자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율도 2000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등 임업인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

난다. 이는 제조업 등 타 산업의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상반된 현상이다. 청

년임업종사자 비율이 증가한 원인으로 정부의 녹색일자리 사업의 성공이 지목되

고 있다. 또한, 임업의 기계화율 증가와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이 높아진 부분도 청

년층의 임업 진입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임업의 기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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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순 노무직이 아닌 기계장비 운용력을 요구하는 고임금 기술 전문직으로 전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의 비

율이 높아지고, 표준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임업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

선이 청년층의 임업진입을 촉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및 시사점 

과거 치산녹화의 성과로 국내 산림자원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다. 산림자원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보존을 넘어 산림을 이용하여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누리고

자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산림청은 6차 기본계획과 함께 

조성·육성·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선순환 경제 체제인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구축

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자원의 확보와 

이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구

축에 따라 산주들의 소득증진 등 산림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산림을 가꾸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그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

림경영은 주로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주들의 경영 의욕도 높지 않은 상

황이다. 정부는 매년 6천억 원 수준의 예산을 산림자원 관리 분야에 투입하고 있

다. 그러나 생산되는 목재의 가치가 여전히 낮고, 임업인의 소득 중 임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을 비추어 보아 투자대비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아직 정책의 시작 단계이므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

요하지만,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동안 녹화 등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던 것을 ‘지속가능한 자원 생산을 위한 장기적 계획수립’,  ‘효율성 확보’ 등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미 산림면적은 국토의 

70% 가까이 도달하였고, 도시화 등으로 양적인 확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산림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화가 필요하다. 이는 현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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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림에서 획득할 수 있는 단위 수익을 높이거나, 총비용을 낮추어 투입대비 산

출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목재 단가를 높이는 방법, 생산비용을 

낮추는 방법,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목재 단가를 높

이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

는 시점에서 품질 우위가 없는 국산목재의 단가를 높이는 것은 수익을 더욱 악화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국산목재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

해 원재료의 수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펄프용, 보드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

다. 이 또한 완제품의 형태로 수입되는 양이 증가하면서 활용이 정체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용을 낮추고, 단

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관리부문 효율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벌채량을 증가시키고, 산림시업비용을 낮추는 방향이 필요하다. 후방산업

인 조림·육성·벌채·재조림의 사이클에서의 효율성 증진은 전방산업인 목재·목제

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현재 수확벌채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 벌채 수준

이 국내 자원공급 잠재력과 산주의 효용을 최적화하는 적정 벌채량인지에 대한 정

보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적화 벌채량에 대한 평가

가 필요하다. 최적화 벌채량에 입각한 장기 벌채 계획이 필요하며, 만일 현상태가 

최적화 상태가 아닐 경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 벌채는 생산 수단뿐 아니라 산림의 최적 구조 달성을 위한 주요 관리 수단

이다. 효율적 벌채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서비스 공급을 위한 최적 영급구조에 

도달할 수 있으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갱신도 가능하다.

현재 6차 산림기본계획에서 2017년 16.2%인 국내 목재 자급률을 2022년 21%, 

2037년 30%로 증가시키는 계획이 제시되었다(산림청 2017). 국산 목재 자급률 

목표와 목재 생산량 목표는 공개되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벌채 계획

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장기 벌채 계획 등을 산림기본계획

에 수록한다면 향후 확보하게 될 자원량을 예측할 수 있고, 업체들의 사업계획, 학

술적 용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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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을 통한 효율화 방향은 일본의 자원순환이용 정책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산림 분야는 비슷한 부분도 있으나 차이

점도 존재한다. 특히 일본은 오랜 목재 소비문화가 존재하며, 목재 산업기반 및 가

공기술 등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산림관

리 기반 등을 비교하고, 국내에서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과 참고할 수 있는 일본정

책의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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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일본과 국내의 산림자원 및 관리현황을 비교하고, 국내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을 위한 필요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산림 자원은 산림면적, 재적, 

영급구조 등 산림 자원량의 상태를 의미하고, 산림 관리는 벌채계획, 임도, 기계화

율, 산주들의 경영의지 등을 의미한다. 먼저 국내에서 국가사업으로 수행되고 있

는 산림관리 현황을 농식품 사업지침서와 산림자원 분야 사업계획을 토대로 살펴

보도록 한다. 국가 산림관리는 조림사업, 숲가꾸기, 벌채, 양묘 등 산림 관련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일본과 한국의 산림자원 및 관리 현

황을 비교한다.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목적은 산림관리 효율화를 위해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제2장에서 제시된 일본의 

효율화 정책의 성과는 일본 목재 및 목제품의 해외 수출 증가, 청년 임업인 확대 등

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림경영의 낮은 수익성, 증가하는 시업 비용, 영세한 소규모 

산주 등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효율성 증진은 매우 필요한 부

분이다. 그러나 제2장에서 제시된 일본의 정책들을 단순히 우리나라에 적용한다

면 비슷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일본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부족

한 부분과 강점을 살펴본다면 정책적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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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산림관리 현황 

1.1. 조림 

 조림사업의 목적은 나무 심기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

는 것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수확 및 수종갱신 벌채지 등에 나무를 심는 것이다.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림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내역은 설계·감리비, 조림예정지 정리비, 묘목대, 식재인건비 및 

부대비용 등이다. 

 조림에 투입된 연도별 재정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2013년 이후 조림에 대

한 지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조림사업비 합계 대비 산주 및 지자

체의 자부담 비율은 2005년 3%에서 2018년 4.5%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 3-1  조림사업 연도별 지원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98,030 123,449 125,163 137,493 144,479 159,479

국고 63,251 78,201 79,401 75,582 79,859 90,359

지방비 28,342 38,803 39,317 55,466 57,438 61,938

융자 - - - - - -

자부담 6,437 6,445 6,445 6,445 7,182 7,18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아래의 <표 3-2>는 2013년부터 연도별 조림 계획을 나타내고 있다. 조림사업 

지원액 증가분에 비해 실질 시업면적 및 본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난다. 따라서 조림사업 지원액 증가는 실질적 사업량의 확대보다는 물가 및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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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연도별 조림 계획

단위: ha, 본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면적 20,123 21,800 21,885 21,813 22,395 22,395 21,425

총 본 수 49,293 51,772 52,331 52,300 54,388 54,710 49,996

국유림(면적) 2,950 3,450 3,450 3,088 3,768 3,768 4,020

사유림(면적) 17,020 18,250 18,435 18,725 18,777 18,627 1,7496

자료: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각 연도).

조림의 세부사업으로 경제림 조성, 큰 나무 조림, 유휴토지 조림, 지역특화 조림 

등이 있다. 2016년부터 꿀을 생산할 수 있는 밀원수림 조성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림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 경제림 조성은 경제림 육성

단지를 중심으로 목재, 바이오매스, 특용자원(옻, 황칠)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산림

자원을 육성하는 것이다. 큰 나무 조림은 경관조성을 위해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

운 경관수종을 식재하는 사업 및 산사태, 산불 등 피해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조

림사업이다. 유휴토지 조림은 마을 공한지 등 유휴지의 식생 복원을 위해 조림하

는 것이며, 지역특화 조림은 강원도의 금강송, 담양의 대나무 등 역사적 문화적 가

치가 높은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다. 미세먼지저감 조림은 도시 내 외곽 지역의 유

휴토지 및 공공녹지에 나무심기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그림 3-1>은  소유별 산림에서 시행된 조림사업 세부 계획비율을 나타내고 있

다. 조림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림 조성사업이다. 국유림

과 사유림 모두 경제림 조성사업이 조림 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경제림 조성사업의 비율은 국유림에서는 증가하는 추세이며(2013년 

55% → 2019년 74%), 사유림에서는 감소하는 추세이다(2013년 84% → 2019년 

51%). 국유림과 사유림의 절대적 면적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제림 사업 면적으로 

보면 사유림에서의 사업이 국유림에서의 사업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 

사업 면적당 해당 사업 면적의 비율변화를 살펴본 결과 사유림보다는 국유림에서 

경제림 조성 사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사유림에서는 경제림 조

성사업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큰 나무 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과 같이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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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사유림에서 

수행되었던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2016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유림 지

역에 밀원수림 조성사업이 추가되었다. 

그림 3-1  조림사업 소유별 사업 시행 비율

자료: 저자 작성.

1.2. 숲가꾸기  

숲가꾸기는 산림의 경제·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사업비는 정책적

으로 지원되고 있다. 사업실행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거나 산림조합이 대행 

할 수 있다. 숲가꾸기는 나무의 임령에 따라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의 순으로 수행된다.17)  조림지 가꾸기는 조림 후 3년간 수행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하고 어린나무가 잡초와 덩굴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풀베기, 덩

굴제거 등을 실시하는 작업이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 후 6년부터 수행되며 어

린 나무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불량목 등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조림 후 10년 이후부터는 큰 나무 가꾸기를 수행한다. 큰 나무 가꾸기는 

17) 지자체 산림공원과 담당자 면담에서 발췌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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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간벌을 의미하며, 나무의 직경생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상목의 성장에 장애

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다.        

숲가꾸기 산물은 목재·바이오에너지 자원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설계 단계부터 

산물수집과 활용을 고려한 일괄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숲가꾸기 사업에 투

입된 연도별 재정은 다음의 <표 3-3>과 같다.  2013년 이후 숲가꾸기 사업의 지원

액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숲가꾸기 사업면적도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표 3-4>, <표 3-5>, <그림 2-4> 참조). 사업별 면적 변화

를 살펴보면 큰 나무 가꾸기 사업면적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산물수

집 면적도 감소하였다. 반면 조림지 가꾸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면적은 증가하

는 추세이다. 숲가꾸기 사업량의 감소는 1970~80년대 집중 조성된 산림이 점차 안

정기에 들어가면서 대상지가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18)

 

표 3-3  연도별 숲가꾸기 계획: 총괄
단위: ha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큰나무가꾸기 250,000 156,000 127,500 104,533 115,399 67,718 53,627

어린나무가꾸기 14,700 30,000 29,500 23,920 21,318 12,865 9,336

조림지가꾸기 35,663 60,000 65,000 86,347 113,283 128,316 103,000

다층림가꾸기 1,000 - - - - - -

산물수집 100,000 43,680 35,700 23,269 32,302 18,960 14,550

자료: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각 연도).

표 3-4  연도별 숲가꾸기 계획: 사유림
단위: ha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큰나무가꾸기 205,000 121,000 100,000 82,800 115,399 55,659 40,000

어린나무가꾸기 14,700 27,000 29,500 21,520 21,318 11,000 7,463

조림지가꾸기 31,863 51,000 65,000 68,480 113,283 103,240 77,000

다층림가꾸기 - - - - - - -

산물수집 80,000 33,880 35,700 23,183 26,289 15,584 10,000

자료: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각 연도).

18) 지자체 산림공원과 담당자 면담에서 발췌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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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연도별 숲가꾸기 계획: 국유림

단위: ha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큰나무가꾸기 45,000 35,000 27,500 21,733 21,484 12,059 13,625

어린나무가꾸기 2,700 3,000 2,500 2,400 1,853 1,865 2,200

조림지가꾸기 3,800 9,000 12,000 17,867 26,663 25,076 26,000

다층림가꾸기 1,000 - - - - - -

산물수집 20,000 9,800 7,700 6,086 6,013 3,376 4,550

자료: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각 연도).

그림 3-2  숲가꾸기 사업별 면적 변화: 전체

자료: 저자 작성.

소유별 사업면적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사유림과 국유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사업은 큰 나무 가꾸기이다(<그림 3-3> 참조). 그러나 큰 나무 가

꾸기 사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국유림과 사유림에서 수행되는 숲가꾸기 사업 

중 60% 이상이 큰 나무 가꾸기이며, 조림지 가꾸기의 비중은 10% 이하였으나 현

재 국유림과 사유림에서 수행되는 숲가꾸기 사업의 50% 이상이 조림지 가꾸기로 

나타났다. 과거에 조성된 나무들에 대한 큰 나무 가꾸기(주로 간벌) 사업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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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점이며,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은 추후

에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  숲가꾸기 소유별 사업 시행 비율

자료: 저자 작성.

1.3. 벌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벌채는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유림이라도 벌채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

는 것이 원칙이며, 시군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최대 벌채 면적은 50ha 이내로 제

한된다. 벌채 후에는 재조림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적 벌기령이 지정되어 

벌기령이 지난 나무에 한해서 벌채가 허용되며,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벌채와 개

간에 대해서는 농지에 비해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수확벌채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벌채 할당량이 있으나 사유림은 개별 산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벌

채를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5,000m2 미만 농지의 지상목 벌채, 고사목 벌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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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변의 해가림 목 등은 임의 벌채를 허용하고 있다. 

아래의 <표 3-6>은 입목벌채(허가)실적 변화를, <그림 3-4>는 사업별 입목벌채

(허가)면적 변화를 나타낸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총 벌채 면적은 감소

하였다. 이는 숲가꾸기 사업량의 감소로 국내 벌채 실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

던 숲가꾸기 벌채하였기 때문이다.

표 3-6  연도별 입목벌채 실적 변화(면적): 총량

단위: ha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분기)

주벌(수확벌채) 14,563 13,760 20,836 17,794 17,044 16,694 4,444

수익간벌19) 11,848 11,620 9,406 6,878 6,067 4,151 659

숲가꾸기벌채 181,871 119,365 97,043 90,099 78,382 33,075 1,613

수종갱신벌채 10,967 11,622 8,574 5,976 7,802 7,618 1,675

피해목벌채 19,695 38,102 23,759 135,177 66,953 47,159 28,206

산지전용 19,608 7,225 5,400 7,794 5,478 5,508 630

기타 4,026 3,802 1,853 1,966 1,636 2,726 323

합계 264,591 207,510 168,886 267,700 185,379 118,949 39,569

자료: 산림청통합자료실(http://www.forest.go.kr: 2019. 7. 3.).

그림 3-4  입목벌채 사업별 실적 변화

자료: 저자 작성.

19) commercial th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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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숲가꾸기 벌채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림 3-4> 참조), 피해목 벌채는 2015년 이후 급증하였고 이후 감소 추세가 나타나

고 있다. 이는 소나무재선충 감염 고사목 증가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 것으로 보인

다. 수확벌채 면적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나 증가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나무가 성숙하였기 때문에 면적 증가폭 대비 생산되는 재적량의 증가

분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는 총 벌채량(㎥)에서 각 사업을 통해 획득한 벌채 재적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총 벌채 재적은 9,323천 ㎥이며, 2018년 5,462 

천 ㎥로 감소하였다. 2015년 기준 숲가꾸기 벌채의 비중이 44%로 가장 높았으나, 

2018년 16%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수확벌채의 비중과 총량은 증가하여 2018

년 총 벌채재적 중 수확벌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산림청은 6차 산

림기본계획에서 2017년 16.2%인 국내 목재 자급률을 2022년 21%, 2037년 30%

로 증가시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산림청 2017). 생산되는 목재의 품질 측면에서 

숲가꾸기 벌채량이 감소하고 수확벌채량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현재 수확

벌채량이 향후 목재자급률 목표 달성에 적합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3-5  입목벌채 사업별 재적 비중 변화: 총 벌채량 대비

자료: 저자 작성.



58 |

1.4. 종묘생산

종묘는 종자와 묘목을 키우는 산업으로, 조림·관리·벌채로 이어지는 산림자원

순환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 종자의 채종(seed production)

은 정부가 관리하는 채종원에서 수행하고, 지자체 관리하의 채종림, 채종임분에

서 부족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정호근·임철균 2013). 양묘(cultivating young 

trees)는 국유림용은 국유 양묘장에서, 사유림용은 정부가 지정한 민간 양묘장에

서 생산, 공급하는 등 종묘산업의 주체는 국가이다(정호근·임철균 2013).

채종원 등에서 채종된 종자는 국영, 민영 양묘장에 공급되고, 양묘장에서 육성

된 묘목은 조림사업의 주체인 산림조합, 국유림 관리소가 이용한다. 채종원산 우

수 종자 부족이 나타남에 따라 채종원 면적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채종원 

면적은 2016년 785ha에서 2019년 925ha(계획)로 매해 증가하였고, 30여 종의 수

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채종원산 종자의 보급률이 높지 않아 우수종자의 보

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종묘산업 참여주체

구분 종자 묘목 

수요자 국영, 민영 양묘장 산림조합, 국유림 관리소

공급자 채종원, 채종림, 채종임분 국영, 민간 양묘장 

자료: 정호근·임철균(2013).

국가 조림용 종자 중 채종원 종자는 34% 정도로 나타났고(산림청 2019), 나머

지 부분은 지자체 산하의 채종임분20) 등에서 공급된다. 종자의 품질보존을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관리하나, 외국산 수입종자 및 민간채취 종자의 이용비율도 높

20) 채종임분은 채종원과 채종림(채종원산 종자로 조림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족한 부분

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우량 임분)의 조림용 종자 공급량이 부족할 때 또는 채종원·채종림 미

지정 수종의 종자를 잠정적으로 채취하는 임분이다. 채종림과 채종임분 종사자는 지자체와 지방산

림청에서 공개경쟁, 수의계약 등을 통해 입찰되고 주로 민간 양묘용으로 공급된다(정호근·임철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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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호근·임철균 2013).

양묘 수량은 산림기본계획, 종묘생산 중앙심의회, 조림사업 면적 및 예산 등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매년 10월 말까지 묘목 생산실태가 조사되어 다음해 조림가

능 여부가 점검된다. 양묘 수종은 집중 조림 수종 등 산림정책에 영향을 받지만 산

주들의 수요, 경제성 등도 고려된다. 그러나 조림 시 묘목 존재 여부, 수종의 지역 

기후 적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조림 수종에 산주들의 수요가 온전

히 반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21)

주요 묘목 수종은 정책에 의해 결정되지만, 수요와 경제성에 따라 수종별 생산 

비율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4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소나무의 경우 

2019년에는 그 비율이 절반가량 감소하였으며, 경제성이 높은 낙엽송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피톤치드 등 홍보효과로 인해 편백의 조림수요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표 3-8  묘목 생산 변화

단위: 천 본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분기)

계 32,685 39,737 38,847 38,785 44,610 40,703

낙엽송 2,956 4,993 6,000 8,914 11,346 12,186

소나무 12,141 12,876 10,293 9,767 9,413 7,774

편백 8,594 13,098 13,659 11,031 13,284 11,226

백합 5,600 4,851 4,785 3,494 4,241 3,817

상수리 3,394 3,919 4,110 3,263 3,630 3,072

자작 - - - 2,316 2,696 2,628

자료: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각 연도).

21) 나주시청 담당자 면담 내용.

22) 나주시청 담당자 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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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수종별 묘목 생산 변화

자료: 저자 작성.

1970년대 치산녹화기에 10개의 주요 조림수종이 지정되었고, 이후 78개까지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7개로 축소되었다(정호근·임철균 2013). 치산녹화기 이후

에는 속성수23)와 유실수24) 위주의 조림수종이 지정되었으나, 2008년 이후에는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표 3-9  주요 조림수종 변화

구분 기간 묘목 

1차 치산녹화 1973~78 유실수(5종), 속성·특용수(5종), 장기수(4종)을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구분

2차 치산녹화 1979~87 유실수(2종), 속성·특용수(5종), 장기수(14종)

3차 치산녹화 1988~97
용재수(27종), 유실수(4종), 조경수(20종), 특용수(12종), 내공해수(8종), 
내음수종(4종), 내화수종(3종)

4차 산림기본계획 1998~2007 주수종(8종), 부수종(12종)

5차 산림기본계획 2008~17
강원·경북(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경기·충청(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경남·전라(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남해안·제주(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자료: 한국양묘협회(2012).

23) 이태리포플러, 오동나무, 오리나무, 아까시나무 등.

24) 밤나무, 감나무, 은행나무, 호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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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일본의 산림관리 비교

2.1. 산림자원 현황 비교  

2.1.1. 산림자원량

한국의 산림면적은 전체 국토의 63%로 633만 5천 ha이며, 일본의 산림면적은 

2,508만 ha로 한국의 4배 정도에 해당된다. 산림의 임목축적은 한국의 경우 9억 

2,500만 ㎥이고, 일본은 49억 ㎥이다. ha당 임목축적은 한국 146㎥/ha, 일본 202㎥

/ha로 일본의 산림이 한국에 비해 울창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산림은 천연림이 75.9%이고 인공림이 24.1%이다(<그림 3-7> 참조). 일

본은 천연림 60%, 40%는 2차 대전 이후 조성된 인공림으로 인공림의 비율이 한국

에 비해 높다. 한국의 경우 소나무림이 28%로 가장 넓으며, 참나무림이 21%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인공림도 92%는 침엽수림이고, 소나무림의 면적

이 가장 넓다. 일본 인공림의 주요 수종은 삼나무 44%, 편백 25%, 낙엽송 10% 등 

목재 이용에 용이하도록 단순화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의 인공림 조성 목

적이 각각 “국토녹화”와 “목재이용”으로 다르게 설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한국의 인공림은 국토 녹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소나무 등 목재 가치가 낮

은 속성수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소유별 산림면적을 살펴보면 한국은 사유림 비율이 70%, 국유림 비율이 25%

를 차지하며, 일본은 사유림 58%, 공유림 12%, 국유림 31%로 한국에 비해 사유림

의 비율이 낮고 국·공유림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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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한국의 주요 수종 분포

자료: 임업진흥원 산림정보서비스(https://www.kofpi.or.kr/intro/bizGuide_02_01.do: 2019. 8. 13.).

2.1.2. 영급구조

영급구분에 있어 일본은 5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19개로 나눈 반면 한국은 10년 

단위로 6개로 구분한다(<그림 3-8>, <그림 3-9> 참조). 영급 세분화 정도의 차이

는 산림관리 정책 수행의 세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의 산림구조는 4영급의 면적이 가장 넓으며, 3영급, 5영급 순으로 넓게 분

포한다. 일본의 산림 또한 3, 4, 5, 6영급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체적으로 불균형한 

영급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 가치가 높은 5영급 이상의 산림 

보유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은 51% 5영급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그 비율이 

2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집중조림 시기의 차이에 따른 결과일수도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벌기령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통상적 

벌기령이 50년인 데 비해 한국은 소나무 40년, 참나무 25년, 낙엽송 30년 등 비교

적 벌기령이 짧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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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한국산림의 영급구조

단위: 천 ha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9 일본 산림의 영급구조 

자료: 임야청(2017: 3).

2.1.3. 임업생산액  

임업생산액은 임산물 생산의 총액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자료25)를 

이용하여 2017년 국내 임산물 생산액의 총액을 약 7조 5천억 원26)으로 계측하였

다(<그림 3-10> 참조). 

25) 산림청 임산물 생산조사(http://kosis.kr/statisticsList/:  2019. 8. 13.).

26) e-나라통계에서는 2017년 임산물 총 생산액을 약 8조 9천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해당 사이트에서

는 목재 생산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순임목생장량(산에 서있는 나무가 1년 동안 자란(증가한) 양(재

적)을 화폐로 환산한 가치)을 이용하였으나, 엄밀한 의미로 아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무의 가

치를 생산액에 포함한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재 생산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순임

목생장량 대신 용재 생산액을 이용하였기에 총 생산액이 다소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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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국내 임업생산액 변화 추이

주: e-나라통계(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02: 2019. 8. 

5.) 재구성.

자료: 저자 작성.

 

임업생산액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임업 

생산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타(토석류, 약용 식물 등을 모두 합한 것) 생

산액이다. 기타 생산액의 총합은 약 4조 원이며, 이중 토석류가 3조 4,601억 원이

다. 밤 등 수실류와 산나물 등 임산물 또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용

재생산액27)은 전체 임업생산액의 10% 미만을 차지하여 목재 생산액의 비중이 높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세부 품목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임업생산액에서 수실류, 

버섯, 산나물 등 임산물 생산액 비중은 줄어들고 기타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임업생산액 증가는 토석류 생산액 증가가 주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목재, 임산물 등의 생산액은 정체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

부한 산림자원에 비해 목재 등 용재 생산액의 비중이 낮은 편이나,  2014년을 제외

하고28) 전반적으로 미약한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27) 용재는 펄프용, 보드용, 제재용 등 목재와 표고자목, 죽재 등을 모두 포함한다.  

28) 소나무재선충 등 병해충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그 원인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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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품목별 국내 임업생산액 비중

자료: 저자 작성.

일본의 임업생산액은 2015년 기준 4,363억 엔이며(<그림 3-12> 참조), 2016년

에는 이보다 3%로 증가한 4,662억 엔,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 원29) 정도로 나타

났다(민경택 2019). 공식 발표되는 임업 생산액이 한국보다 일본이 낮은 이유는 

임업생산액에 포함되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3-12 일본 임업생산액 변화 추이 

자료: 임야청(2016: 14).

29) 1엔=11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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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임업생산액에 토석류, 조경수 등이 포함되나 일본에서는 이들을 임

업생산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버섯류의 범위도 양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

다. 일본에서는 느타리버섯 등 한국에서 임산물로 취급되지 않는 품목이 임산물

로 취급되기도 한다.  

버섯류, 목재류, 기타(옻 등) 품목의 생산액을 합한 일본의 임업생산액은 1971

년 이후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10년 이후 반등하고 있다. 일본 임업

생산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목재이다. 1970년대에는 임업생

산액에서 목재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달하였으나, 그 비중이 점차 감소

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50% 전후에서 움직이는 추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목재 

생산액이 전체 임업생산액의 50%를 차지하는 등 목재는 여전히 일본 임업의 주요 

품목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토석류를 제외한 총 임업생산액은 2016년 

기준 약 2조 5천억 원이며, 이중 목재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이다(<그림 3-13> 

참조).  

그림 3-13  임업생산액 중 목재가 차지하는 비중: 2016 한일 비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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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림관리 비교  

2.2.1. 벌채계획 

산림청은 2011년에 수립한 「목재산업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산림영급구조개

선과 원목 추가공급을 위해 2016년까지 원목 공급계획을 수립하였다.  수확 벌채

를 통해 2010년 1,507천 ㎥인 원목 공급량을 2016년까지 2,000천 ㎥로 늘리기 위

해 2011년부터 매년 150천 ㎥의 원목을 추가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상민 외(2013)

에 따르면 150천 ㎥의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매년 156천 ㎥의 추가 벌채가 수행되

어야 한다.30) 원목 공급계획에 따라 2012년 이후 수확벌채 양은 증가 추세가 나타

난다. 2011년 1183천 ㎥이던 연간 수확벌채 양은 2015년 이후 2,000천 ㎥ 이상으

로 증가하였다. 이후 구체적인 장기 벌채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6차 산림기본계획에서 2017년 16.2%인 국내 목재 자급률을 

2022년 21%, 2037년 30%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원의 순환이용 정책에 따라 전국삼림계획(2019~2034)을 수립하

고, 2019년부터 2034년까지 82,155천 ㎥의 벌채량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중 37,707천 ㎥를 수확벌채를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목표 달성을 위

해 2034년까지 연평균 수확벌채 2,514.8천 ㎥, 2,693.2천 ㎥의 간벌 벌채를 수행하

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벌채목표를 설정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제시되지 않았으

나, 벌채량 목표와 매년 일정량의 목재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산림정책 등에 활용

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전체 산림면적에 비해 벌채 목표계획량은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목재 생산을 위한 인공림 등을 중심으로 벌채 및 재조림을 수행

하고, 그 외 산림에 대해서는 천연갱신을 시행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

다.31) 

30) 공급량을 생산량의 96%로 적용하였다.

31) 대일본 산림협회 나카타 신 교수 면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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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임도건설  

임도는 기계화 작업, 작업비용절감 등 효율적 임업 수행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

반시설이다. 한국의 산지에 구축된 총 임도 길이는 현재 대략 20천 km이며, 임도

밀도는 3.2m/ha로 기본산림관리에 필요한 임도밀도의 37.6%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의 “2004 임도밀도 목표량 산정연구”에 따르면 기본산림

관리를 위해 8.5m/ha의 임도밀도가 필요하며, 산림경영기반으로 14m/ha, 목재생

산에는 26m/ha가 적정기준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임도밀도는 2017년 기준 14m/h

이며 독일(52m/h), 오스트리아(45m/ha)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미국(9.5m/h)에 

비해 높고 캐나다(12.8m/h)와 비슷한 수준이다.32) 국립산림과학원의 기준으로 판

단하면 일본은 산림경영기반 적정임도밀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산림청은 2030년까지 국내 임도밀도 수준을 산림경영기반을 위한 적정 임도

로 높이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한국의 총 임도길이 약 20천 km이므로 산림경

영기반 적정임도밀도 구축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추가로 34천 km의 임도를 건

설해야 하며, 연평균으로는 3.1천 km의 임도 건설이 필요하다. 

표 3-10 한국·일본 임도개설 시업량 비교  

구분 임도개설 계획량(천 km) 계획기간 연간평균(천 km)

한국 34 2019~2030 3.16

일본 62 2019~2034 4.53

주: 연간평균 건설량은 일본은 계획 확정치, 한국은 저자 추정치임.

자료: 저자 작성.

32) 산림청(https://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 =/conser/con-

ser_0301.html&mn=KFS_02_01_05_01: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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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임업기계화   

임업기계화는 작업 능률 상승, 비용절감 등 산림경영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수

단이다. 산림청은 1995년부터 임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임업기계화 확

대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의 임업기계·장비 보유현황은 증가 추

세로 2017년 기준 27,809대(지방청 3.983대, 시·도 18,855대, 산림조합 4,971대)

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많은 장비는 기계톱이다(산림청 2018d).  

그러나 작업의 효율성을 월등히 높이고 임업의 전문 기술직화에 필요한 고성능 

임업기계의 보급률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림 3-14> 참조), 가동 일수도 높지 않은 편이다. 고성능 임업기계는 하베스터, 

프로세서, 타워야더 등이며 규모가 크고 전문 활용기술을 요구하는 고가의 장비

를 의미한다(조구현 외 2014). 조구현 외(2014)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 훈련원

에서 보유한 고성능 임업 기계의 2010년 가동 일수는 타워야더 10~61일/대, 포워

더 20~45일/대로 나타났다. 

그림 3-14 한국 고성능 임업기계 보유대수

자료: 저자 작성. 산림청(2018d)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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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소재생산의 향상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고성능 임업기계를 적극 

도입해 왔다. 고성능 임업기계 보유대수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임업기계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높아짐을 알 수 있다(한국목재활용협회 2016). 한

국에 비해 보유한 고성능 임업기계의 숫자와 종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능 임업기계 보유대수를 비교하면 한국은 2017년 기준 총 106대를, 일본은 

2016년 기준 8,202대를 보유하고 있어 산림면적 차이를 감안하여도 한국과 일본

의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프로세서의 경우 한국은 14대, 일본은 1,851대, 스

키더가 한국은 3대, 일본은 118대 이며 포워더는 한국 65대 일본 2,328대, 타워야

더의 경우 한국 24대 일본 151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1,000대 이

상을 보유하고 있는 하베스터와 프로세서는 한국에서 아직 보유하지 못한 실정이

다(<그림 3-15> 참조). 

그림 3-15 일본 고성능 임업기계 보유대수 

자료: 임야청(2017: 14).

일본산림이 대부분 경사도 30도 이상의 경사지임에 따라 가선계(架線系) 집재 

시스템33)의 혁신이 필요하나, 수십 년간 관련 기술혁신은 정체되었다. 그러나 최

근 유럽형 타워야드(tower yard) 방식의 도입, 유압(油壓)방식의 무인화 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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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되는 등 기술혁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목재활용협회  

2016). 

일본의 고성능 임업기계 보급이 증가할 수 있게 된 원인은 장기적인 사용계획, 

대규모 작업에 따른 규모의 경제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즉 장기적인 벌채 계획에 

따라 임업기계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업의 집약화로 기계사용의 경제성

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고성능임업기계에 대한 임야청의 지

원이다. “산림정비가속화·임업재생사업”에 따라 고성능 임업기계 도입에 따른 보

조금을 지급하였다. 보조금은 소재 생산량(기계도입 연도를 초기 3년간 연평균 계

획) 1,000㎥당 200만 엔 상당의 금액이 보조되며, 이는 구입가격의 1/2을 상회한

다. 전국의 산림조합 및 소재 생산자 등이 이 보조사업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한

국목재활용협회  2016). 

그러나 고성능 입업기계 실제 가동률은 유럽의 임업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가동률의 원인으로 유럽 임업 선진국에 비해 시

업량이 적은 점, 지형에 맞는 적절한 작업시스템과 오퍼레이터 육성이 저조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임업기계 가동률은 2013년 기준 포워더 49%, 프로세

서 58%, 스윙야더 56%로 주요 기종이라도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펠러 번쳐(38%), 타워야더(17%) 등은 매우 저조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목재활용협회  2016).

2.2.4. 임목수확구조

임목수확구조를 살펴봄으로써 목재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구조를 파

악할 수 있다. <그림 3-16>은 한국과 일본의 임목수확구조를 비교하고 있다. 일본

에 비해 한국은 유통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통구조가 일본에 비

해 단순하고 시장 보다는 개별 입목벌채업자(목상)들을 통해 임목 거래 및 벌채가 

33) cable yarding. 주로 집재기에 연결된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공중에 가설한 와이어로프에 부착된 

반송기(carriage)를 이동시켜 집재하는 방법(산림임업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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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운송비용도 일본에 비해 적게 소요되는 편이지만 벌채비용

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운송비용은 일본의 62% 수준이

며, 입목가격은 53% 수준이지만 벌채비용은 일본의 9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전체 임목수확구조에서 벌채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에 비해 한

국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그림 3-16> 참조).  인건비 등이 일본이 더 높다고 가

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벌채비용이 일본에 비해 크게 낮지 않은 것은 기계화 시업

률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6 일본과 한국 임목수확구조 비교: 삼나무 

자료: 민경택 외(2017)의 자료를 저자 재구성.

2.2.5. 산주들의 산림경영 의지

한국과 일본의 산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향후 산림경영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관련 연구를 비교하였다. 산주들의 산림경영 의지는 향후 산림경영 내실화 및 관

련 정책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설문조사는 

민경택 외(2017)의 연구에서, 일본의 설문조사 결과는 대일본산림협회를 방문하

여 내부 자료를 통해 입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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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택 외(2017)는 산림경영인 현황 조사를 위해 전국의 산림 경영인 300여 명

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조사 대상은 1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여 경영하고 있

는 산주들이다. 대일본산림학회 설문자료는 전국 도도부현의 총 2,042명의 산림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일본 자료의 경우 10ha 미만 산림소유주도 조

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적 동일한 관

점에서 비교하기 위해 일본의 응답자 중 10ha 미만 산림소유주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총 응답자는 832명이다. 질문의 주요 내용은 향후 산림경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의향이 있는지, 산림경영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이다. 

그림 3-17  향후 산림경영 의향: 한일 비교 

자료: 민경택 외(2017: 72)(한국), 대일본산림학회 내부자료 이용 저자 작성(일본).

한국의 산림경영자들은 현재 경영규모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72%).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싶다는 응답도 19%로, 경영축소(8.0%)와 경영포기

(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영규모를 확대한다고 응답한 경우 매입을 통해 경

영대상 산림 면적을 확대한다는 응답(68.4%)이 ‘작업로 정비와 기계도입으로 내

실화’한다는 응답(19.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산림경영 규모 축소 또는 포기로 

응답한 경우 향후 산림을 매각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55.6%), 다른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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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임대(14.8%) 또는 산림조합에 위탁경영(11.1%)을 희망하였다. 또한 수익

을 내는 경영이 아닌 ‘관리만 한다’는 응답(11.1%)도 나타났다.

한국 산주들의 산림경영 이유를 살펴보면 ‘단기 임산물 생산(유실수, 산채 등)’

이 82%인 것으로 나타났고, 목재 생산의 비율은 30%로 낮은 편이다. 다수의 산주

들이 단기임산물을 통한 소득창출에 관심이 높으나, 임목 생산에는 관심이 상대

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토지자원으로 산지를 이용하나 산림자원의 이용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민경택 외 2017).

일본의 산림경영자들도 현상유지를 원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57%), 그다음 

위탁경영(23%), 매각·철수(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확대를 선택한 경영자

는  7%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위탁경영을 원하는 비율이 한국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4) 산림경영을 포기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도 한

국에 비해 일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의 문항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본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및 일본 산주들의 경영의욕을 온전히 판단하

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산주들이 산림경영확대를 원하는 비율이 높

은 점과 경영포기를 원하는 비율이 낮은 점을 미루어 보아 일본에 비해 한국의 산

주들이 좀 더 산림경영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기타’의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조건이 나쁜 산을 처분하고 가까운 곳을 구

입하기를 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소수로 나타났고, ‘어찌할 방도가 없다’, ‘어

떻게 하면 좋겠는가’ 등의 막막함을 타나나는 답변, ‘후계자가 없다’, ‘아들이 산림

에 흥미가 없다’ 등 후계자 양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답변, ‘매각하고 싶으나 팔

리지 않는다’, ‘산림을 방치한다’, ‘취미로 유지한다’ 등 경영적 측면에서 부정적

인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위탁경영과 매각철수의 비율을 합치면 38%로, 다수에 가까운 산

34) 이는 조사 질문지의 차이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경우 위탁경영은 경영규모의 축소 

또는 포기의 하위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은 질문지의 상위항목에 위탁경영이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산림경영자들은 한국에 비해 위탁경영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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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직접하는 산림경영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일본 산림학회 내

부 자료는 이러한 경향을 지금까지 일본 임업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상

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산림관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 제시한 일

본의 목재산업 재도약은 국내 산림자원 순환경제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비용절감을 통한 산림관리 효율화 정책은 국내 정책 입안자들이 참

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산림산업 기반은 공통점이 있으나 차이점도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오랜 목재 소비문화가 있으며, 일본산 목재는 해외 시장에서도 비교

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유통망과 시장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등 산림 산업 전반

에 걸쳐 우리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기술 경쟁력, 문화력 

등이 요구되므로 국내에 정착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림자원 관리 

부문의 효율성 증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이 타 부분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전방산업의 활성화 

및 산림의 비시장적 가치의 증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

우 일본의 성공 정책을 단순 벤치마킹하는 것보다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관리 부분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차이가 난다. 국

내 수종은 녹화를 위한 속성수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생산되는 목재의 품질이 높지 

않다. 국내 산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수종은 소나무림(28%)이며, 그다

음이 참나무림(21%)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인공림의 비율도 해외 임업 선

진국에 비해 높지 않으며(<표 2-3> 참조), 인공림의  92%를 차지하는 침엽수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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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림의 면적이 가장 넓다. 또한 집중 조림 수종이 산림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

고 자주 변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품종육성 및 개발이 어렵다. 일본은 

전체 산림의 약 40%가 목재생산을 위한 인공림이며, 수종도 편백, 삼나무, 낙엽송 

등으로 단순화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수종을 개발하되, 

경제림에 대해서는 식재 수종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집중 조림수종 등이 장기적

으로 바뀌지 않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자원량을 예측하기 위해 국가 벌채계획, 숲가꾸기 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자급률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더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수단인 벌채계획을 산림기본 계획 등에 제시하여 전반적인 국가 사업의 목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유림의 면적이 넓고, 산주들의 의지가 없으면 

벌채가 힘들기 때문에 벌채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벌채계획을 제시함으로 벌채

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효과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산주들의 인식 변

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도와 임업기계화는 효율적 임업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반 지표이다. 한

국의 임도 밀도는 3.2m/ha로 기본산림관리에 필요한 임도 밀도의 37.6%에 불과 

하며, 일본의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 등으로 임업기계·장비 보

유현황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타워야더 등 고성능 임업기계의 보급률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일본의 고성능 임업기계 보급 증가에는 정부 보

조금의 역할도 있었지만, 장기 벌채 계획과 시업의 집약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화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고성능 임업기계는 구입 및 유지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동 일수가 많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정부 지원을 늘린다면 오히려 비효율을 야

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임도 밀도가 낮고, 연간 지속적인 시업량을 확보

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고성능 임업기계 도입을 위한 정부 지원 촉진은 적절

하지 못한 정책으로 생각된다. 고성능 임업기계 도입에 앞서 임도건설, 시업량 확

대를 통한 경제성 확보 등 장기적 사용계획 수립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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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들의 산림 경영의지는 정부 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한

일 양국의 산주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산주들이 산림

경영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에 비해 한국이 가지는 강점으

로 생각된다. 이러한 일본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대일본산림협회 모치다 하루

유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일본 임업의 전방산업 측면인 목재 가공·

유통 사업이 해외 소재를 적극 활용하고, 기술과 마케팅의 발달로 비교적 지속적

인 성장을 이룩한 반면, 후방산업인 산림경영 분야는 소규모 임지 소유, 사업 측면

이 아닌 재산 보유적 산림경영 형태로 유지된 채 임지매각 또는 임업 경영 탈피라

는 부정적인 형태로 조금씩 변형되어 산림경영자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35) 그

러나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개별 산주들이 직접 산림을 경영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전문 경영인에게 산림을 맡기는 전문 산림경영 활성화의 이행 단

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 방식의 산림경영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

였으며, 산림경영 분야도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경영인이 필요한 시대적 흐름

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산림 시업플래너 등 새로운 산림 분야 전문직이 활성

화 되는 것도 그 증거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아직 전문 경영인에게 산

림을 위탁하는 방식이 정착되지 않았으나, 산주들이 스스로 산림경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산림경영의 수

익창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많이 진행된 일본에 비해 한국의 경우 수익 창출 가

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치된 자산을 활용하기 위

한 의지가 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전문 산림경영에 대한 의지라기보다는 어떻

게든 자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의 의지이다. 산주들이 산림경영 계획수립 등 

장기계획과 전문성이 필요한 목재생산보다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수익 확보가 용

이한 단기 임산물 소득에 관심이 높은 것을 그 증거로 볼 수 있다.   

35) 대일본산림협회 모치다 하루유키 교수 제공 내부 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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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법에 따른 산림자원 전망 분석

1. 수요 현황 및 전망 

1.1. 목재·목제품 수요 현황 및 자급률

국내 목재 및 목제품은 주로 산업용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부가 가치 용재 비

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용도별 목재 및 목제품 이용량을 살펴

보면 펄프용, 제재용 순으로 높은 비중이며, 합·단판용과 보드용은 비중 순위가 변

화하며 그 뒤를 잇고 있다. 

국내재 자급률의 경우 보드용(44.4%)이 가장 높고 제재용, 펄프용이 각각 

10.8%와 8.5%의 비율을 보인다. 2005~2018년 기간 동안 목재 수급량의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보드용과 기타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마이너스를 기록

하였다. 특히 합단판용재의 수급량이 연평균 3.4%씩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줄

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경기 침체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목자급률의 경우 국내재가 거의 투입되지 않는 합·단판용을 제외하면 전 용

도(기타 제외)에서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보드용과 기타를 제외한 목재 수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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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대적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원목자급률의 증가가 품질향상 등 

긍정적 요인보다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해외 원목 수입량 감소에 따른 상대적 

요인이 큰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1 용도별 목재 및 목제품 이용량 및 국내재 자급률 

단위: 천 ㎥, %

연도 구분 계 제재용 합단판용 펄프용 보드용 기타

2005
목재수급량 26,719 6,632 3,257 10,942 3,043 2,845 

원목자급률 8.8 3.5 3.5 3.7 35.8 21.7

2010
목재수급량 27,612 5,426 2,953 12,466 3,310 3,457 

원목자급률 13.5 7.9 0.0 7.2 48.7 22.6

2015
목재수급량 30,597 6,387 3,254 10,636 4,108 6,213 

원목자급률 16.1 15.9 0.2 9.1 45.0 17.3

2016
목재수급량 31,772 6,479 3,674 10,587 3,842 7,190 

원목자급률 16.2 13.5 0.0 11.5 41.0 20.6

2017
목재수급량 29,754 6,338 3,641 10,473 4,463 4,839 

원목자급률 16.3 9.6 0.0 8.6 37.1 34.9

2018
목재수급량 30,056 5,871 2,091 9,887 3,584 8,623 

원목자급률 15.2 10.8 0.0 8.5 44.4 17.5

연평균 

변화율(%)
목재수급량 0.9 -0.9 -3.4 -0.8 1.3 8.9

주: 기타는 시기에 따라 분류가 일정하지 않은 갱목용, 바이오매스용 등을 포함.

자료: 산림청(각 연도) 목재수급실적.

2015년 기준 국내재(원목)가 활용되는 용도와 비중은 보드용(34.8%), 기타

(32.9%), 펄프용(18.5%), 제재용(12.5%), 합단판용(0%) 순으로 나타났다. 2005~ 

2018년 기간 국내재 원목 이용량은 합단판용을 제외하고 제재용(8.0%), 기타

(7.1%), 펄프용(5.9%), 보드용(2.9%)의 연평균 변화율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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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국내 목재 수요 구조

자료: 저자 작성.

표 4-2 용도별 국내재 원목 이용량 비중 

단위: 천 ㎥, % 

연도 계 제재용 합단판용 펄프용 보드용 기타

2005
2,350 235 7 400 1,091 617 

(100.0) (10.0) (0.3) (17.0) (46.4) (26.3)

2010
3,715 429 0 892 1,611 783 

(100.0) (11.5) (0.0) (24.0) (43.4) (21.1)

2015
4,914 1,013 5 973 1,849 1,074 

(100.0) (20.6) (0.1) (19.8) (37.6) (21.9)

2016
5,151 874 0 1,222 1,577 1,478 

(100.0) (17.0) (0.0) (23.7) (30.6) (28.7)

2017
4,845 606 0 896 1,656 1,687 

(100.0) (12.5) (0.0) (18.5) (34.2) (34.8)

2018
4,577 636 0 843 1,591 1,507 

(100.0) (13.9) (0.0) (18.4) (34.8) (32.9)

연평균 변화율(%) 5.3 8.0 -100.0 5.9 2.9 7.1

주 1) 기타는 시기에 따라 분류가 일정하지 않은 갱목용, 바이오매스용, 기타를 포함.

2) 괄호 내 숫자는 해당 연도에 전체 국내재 원목 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산림청(각 연도) 목재수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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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재·목제품 미래 수요 전망  

이상민 외(2013)36)에서 구축한 목제품 수급모형을 활용하여 목제품의 미래 수

요를 전망하고, 이로 인한 원목 수요량을 계산하였다. 목제품은 제재목(침엽수, 활

엽수), 합판(침엽수),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기계펄프-침엽수, 화학펄프-활엽

수)를 포함한다. 목제품 모형의 추정계수를 활용하고 전망모형의 외생변수는 최

근 자료를 반영하였다.  

베이스라인(baseline) 전망모형의 외생변수는 <표 4-3>과 같다. 건설생산계약

액은 OECD의 건설생산액37) 및 GDP 자료38)를 활용하여 선형회귀로 추정한 결과

의 증가율을 적용하였다(추정식: GDP대비 건설생산액 비중 = 상수항 + b1×(1인

당GDP) + b2×(1인당GDP2) + 오차항). 대미환율은 2019년 이후 1150원/달러로 

가정하였다.  GDP 및 GDP 디플레이터는 OECD39)의 중장기 전망치를 이용하였

다. 수입단가(파티클보드, 화학펄프, 침엽수제재목, 활엽수목재칩, 섬유판, 합판), 

수입가격지수(미송원목, 원목), 가격(소나무원목)은 GFPM(Global Forest Products 

Model) 2017의 해당품목 베이스라인 전망치를 활용하였다. 화학펄프 수출량은 

최근 10년(2008~2017년) 평균치를 활용하고,  폐재 이용량은 최근 10년(2005~ 

2014년) 변화율 평균(0.31%)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모형의 내생변수는 

<표 4-4>와 같으며, 변수 간 관계는 <표 4-5>와 같다.40)

36) 이상민·김경덕·송성환. 2013. 임산물 수급모형 구축 및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7) OECD. “Gross value added, Construction, percentage of total activity.”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38) OECD. Economic Outlook No 103 - July 2018 - Long-term baseline projections.

39) OECD. Economic Outlook No 103 - July 2018 - Long-term baseline projections.

40) 구체적인 추정식은 부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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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전망모형 외생변수

외생변수 변수설명 단위 출처

cont 건설공사계약액 십억 원 통계청, 전망(건설생산액 성장률 2013-)

exch 대미환율 원/$ 통계청, 한국은행, 전망 1150 (2019-)

gdp GDP(명목) 십억 원 OECD

gdpdf GDP 디플레이터 지수(2005=100) OECD, 중장기 전망 2010=100 이용 환산

pbim 수입단가-파티클보드 $/㎥ 산림청 수출입통계

pchim 수입단가-화학펄프 $/톤 FAOSTAT

pclima 수입가격지수-미송원목 지수(2005=100) 한국은행, GFPM 미국 산업용재 전망

pclp 가격-소나무원목 원/㎥ 임업통계연보, GFPM 한국 산업용재 전망

pcsim 수입단가-침엽수제재목 $/㎥ 임업통계연보, GFPM 세계 제재목 전망

pimwchip 수입단가-활엽수목재칩 $/톤 (사)한국물가정보, GFPM 세계 연료재 전망

plim 수입가격지수-원목 지수(2005=100) 한국은행, GFPM 세계 산업용재 전망

pmim 수입단가-섬유판 $/㎥ 산림청 수출입통계, GFPM 세계 섬유판 전망

ppim 수입단가-합판 $/㎥ 산림청 수출입통계, GFPM 세계 합판 전망

qchex 수출량-화학펄프 톤
HS 4702, 4703, 4704 무역통계, GFPM 
세계 화학펄프 전망

qw 폐재이용량 천 ㎥ 임업통계연보, 0.31% 연평균상승 (2018-)

qnsd 생산량-국내재 이용 활엽수 제재목 천 ㎥ 최근 5년 평균 생산량 14천 ㎥

qnsm 생산량-수입재 이용 활엽수 제재목 천 ㎥ 최근 10년 평균 생산량 210천 ㎥

qbsim 수입량-활엽수 제재목 천 ㎥ 최근 5년 평균 수입량  286천 ㎥

qme 생산량-기계펄프 톤 최근 10년 평균 생산량 106,353

qmeim 수입량-기계펄프 톤 최근 5년 평균 수입량 1,500

주: qnsd, qnsm, qbsim, qme, qmeim은 자료 수집의 한계로 기존 모형의 전망치를 활용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표 4-4  전망모형 내생변수

내생변수 변수설명 단위

pb 생산자물가지수-파티클보드 지수(2005=100)

pbc20 소비자가격-파티클보드(18×1220×2440mm) 원/㎥

pch 생산자물가지수-화학펄프 지수(2005=100)

pcsdl 가격-낙엽송제재목 원/㎥

pcsdp 가격-소나무제재목 원/㎥

pcsm 생산자물가지수-수입재 이용 침엽수 제재목 지수(2005=100)

pm 생산자물가지수-섬유판(MDF) 지수(2005=100)

pmc 소비자가격-섬유판(15×1220×2440mm) 원/㎥

pp 생산자물가지수-일반합판 지수(2005=100)

ppcon 소비자가격-보통합판(12×1220×2440mm)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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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내생변수 변수설명 단위

qbim 수입량-파티클보드 천 ㎥

qbp 생산량-파티클보드 천 ㎥

qch 생산량-화학펄프 톤

qchd 소비량-화학펄프 톤

qchim 수입량-화학펄프 톤

qcsd 생산량-국내재 이용 침엽수 제재목 천 ㎥

qcsim 수입량-침엽수제재목 천 ㎥

qcsm 생산량-수입재 이용 국내산 제재목 천 ㎥

qmim 수입량-섬유판 천 ㎥

qms 생산량-섬유판 천 ㎥

자료: 저자 작성.

자료: 저자 작성.

표 4-5 전망모형의 변수 간 관계 

변수 간 관계

제재목 

qcsd = f(gdpdf, pclp, pcsdp, pcsm)

qcsm = f(dum98, gdpdf, pcsm, plim)

qcsim = f(cont, exch, gdpdf, pcsim, pcsm)

qsd = qcsd + qcsm + qcsim

pcsdl = f(cont, dum98, gdpdf, qsd)

pcsdp = f(gdpdf, pcsdl)

pcsm = f(gdpdf, pcsdp)

합판 

qps = f(gdpdf, pclima, pp)

qpim = f(cont, dum98, exch, gdpdf, pp, ppim)

ppcon = f(cont, gdpdf, qpim, qps)

pp = f(gdpdf, ppcon)

파티클보드 

qbp = f(dum97, gdpdf, pb, qw)

qbim = f(cont, dum98, exch, gdpdf, pb, pbim)

pbc20 = f(dum98, gdp, gdpdf, qbim, qbp)

pb = f(dum98, gdpdf, pbc20)

섬유판 

qms = f(dum98, gdpdf, plim, pm, qms, qw)

qmim = f(cont, exch, gdpdf, pm, pmim, qmim)

pmc = f(dum98, gdp, gdpdf, qmim, qms)

pm = f(gdpdf, pmc)

화학펄프 

qch = f(dum97, exch, gdpdf, pch, pimwchip)

qchim = f(exch, gdp, gdpdf, pchim)

qchd = qch + qchex + qchimfix

pch = f(gdp, gdpdf, qc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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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까지의 목제품 품목별 전망 결과는 <표 4-6> 및 <표 4-7>과 같다. 제재목

(수입재), 합판, 섬유판, 화학펄프의 국내공급량은 감소할 전망이며, 화학펄프를 

제외한 목제품의 수입량 또한 감소할 전망이다. 제재목(국내재)과 파티클보드의 

생산량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파티클보드, 화학펄프의 수요량은 증가 추세가, 

제재목, 합판 및 섬유판의 수요량은 감소가 전망된다. 

표 4-6 제재목 및 합판 전망

단위: 천 ㎥

연도 
제재목 합판 

합계 공급 (국내재) 공급 (수입재) 수입 합계 공급 수입

2020 4,472 87 3,717 667 1,677 606 1,070 

2025 4,305 90 3,542 673 1,559 574 985 

2030 4,107 93 3,382 632 1,408 538 870 

2035 3,915 97 3,245 572 1,267 502 765 

2040 3,731 103 3,120 508 1,122 468 654 

2045 3,557 110 3,006 441 985 430 555 

2050 3,386 116 2,896 373 864 394 470 

2055 3,225 125 2,788 312 751 358 393 

2060 3,068 135 2,678 255 651 330 321 

자료: 저자 작성.

표 4-7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화학펄프 전망 

단위: 천 ㎥,천 톤

연도
파티클보드 섬유판 화학펄프 

합계 생산 수입 합계 생산 수입 합계 공급 수입

2020 2,121 1,050 1,071 2,006 1,671 335 3,585 421 3,188 

2025 2,250 1,159 1,091 1,880 1,722 158 3,784 430 3,377 

2030 2,330 1,273 1,057 1,817 1,719 98 3,927 435 3,516 

2035 2,385 1,387 998 1,778 1,719 60 4,041 435 3,630 

2040 2,417 1,505 912 1,747 1,714 33 4,125 433 3,716 

2045 2,432 1,622 810 1,726 1,708 18 4,185 431 3,778 

2050 2,448 1,739 709 1,707 1,698 9 4,232 427 3,828 

2055 2,474 1,856 618 1,691 1,686 5 4,274 425 3,873 

2060 2,495 1,974 521 1,669 1,667 2 4,307 421 3,909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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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을 원목으로 환산한 수요량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의 <표 4-8>를 가정하

였다. 목제품의 원목 환산은 원목환산계수를 적용하여 도출하였으며, 펄프는 1톤

당, 나머지는 1㎥당 필요한 원목의 부피(㎥)를 의미한다.

표 4-8 목제품별 원목환산계수 및 침엽수·국내재 비중 

목제품 계수 및 비중 

원목환산계수(RWE:  round wood 
equivalent volume)

침엽수제재목 1.67

활엽수제재목 1.82

수입합판 2.3

파티클보드 1.4

섬유판 1.8

펄프 4.5

침엽수 비중 

파티클보드 생산 0.9

섬유판 생산 0.9

수입 합판 0.86

수입 파티클보드 0.19

수입 섬유판 0.86

수입 제재목 0.72

국내재 비중 

파티클보드 생산 0.4

섬유판 생산 0.4

펄프 생산 0.26

자료: globaltimber(www.globaltimber.or.uk); 산림청(2015a,, 2016b);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main. 

screen).

목제품 생산을 위한 목재 수요량을 침엽수와 활엽수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4-9>와 같다. 계수 및 비중 가정을 적용하여 미래의 목재 수요량을 추정한 결

과, 국내산 원목 수요량은 증가하나, 수입산 원목 수요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다. 목제품 생산을 위한 전체 원목 수요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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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목제품 생산을 위한 목재 수요량  

단위: 천 ㎥

연도 
국내 원목 수요량 수입 원목 수요량 

합계 소계 침엽수 활엽수 소계 침엽수 활엽수 

2020 15,005 2,579 1,882 697 12,426 10,374 2,052 

2030 14,760 2,764 2,035 730 11,996 9,872 2,124 

2040 14,482 2,905 2,165 739 11,577 9,442 2,135 

2050 14,236 3,041 2,295 745 11,195 9,060 2,135 

2060 14,004 3,174 2,425 749 10,830 8,699 2,131 

자료: 저자 작성.

수입 목제품의 원목 환산 부피는 <표 4-10>과 같다. 국내로 수입된 제재목, 합

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 등을 원목으로 환산한 결과 침엽수는 감소하나, 활

엽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수입 목제품 원목 환산 부피

단위: 천 ㎥

연도 합계 침엽수 활엽수

2020 20,549 4,040 16,508 

2030 21,061 3,216 17,845 

2040 20,938 2,443 18,495 

2050 20,467 1,762 18,706 

2060 20,013 1,208 18,805 

자료: 저자 작성.

용도별 목재 수요량 전망은 <표 4-11>과 같다. 제재용, 합판용, 펄프용의 침엽

수 수요량은 감소하나, 보드용의 침엽수와 펄프용 활엽수의 경우 수요량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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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목제품 원목 환산량 용도별 전망 

단위: 천 ㎥

연도 합계 합판용
제재용 펄프용 보드용

침엽수 활엽수 침엽수 활엽수 침엽수 활엽수

2020 15,005 1,510 6,354 408 477 1,894 4,030 448 

2025 14,931 1,395 6,067 408 477 1,937 4,251 472 

2030 14,760 1,320 5,804 408 477 1,959 4,389 488 

2035 14,612 1,237 5,582 408 477 1,956 4,532 504 

2040 14,482 1,155 5,383 408 477 1,947 4,672 519 

2045 14,362 1,076 5,204 408 477 1,938 4,811 535 

2050 14,236 990 5,031 408 477 1,924 4,942 549 

2055 14,119 906 4,864 408 477 1,912 5,070 563 

2060 14,004 824 4,699 408 477 1,896 5,187 576 

자료: 저자 작성.

2. 산림자원 현황 

2.1. 산림자원량 변화 

산림자원량은 공급부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한국의 산림면적은 2015년 기준 

전체 국토면적의 63.2%에 해당하는 633만 5천 ha이다. 입목지는 2015년 기준 609

만 6천 ha(산림면적의 96.2%)이며, 무립목지는 23만 9천 ha(3.8%)이다. 입목지 중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죽림은 각각 전체 산림면적의 36.9%, 32.0%, 26.9%, 

0.3%를 차지한다. 전체 산림면적과 침엽수림 면적은 1990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활엽수림와 죽림은 다소 증가, 혼효림과 무립목지는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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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임상별 산림면적 동향 

단위: 천 ha

연도 합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 무립목지 미조사지

1990 6,476 3,079 1,389 1,810 8 174 16

1995 6,452 2,877 1,668 1,710 8 188 0

2000 6,422 2,711 1,666 1,885 6 154 0

2005 6,394 2,699 1,659 1,875 7 155 0

2010 6,369 2,581 1,719 1,865 7 197 0

2015 6,335 2,339 2,029 1,706 22 239 -

자료: 산림청(각 연도). 임업통계연보.

산림의 전체 임목축적량은 2015년 기준 9억 2,500만 ㎥ 수준으로 2000년에 비

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146.0㎥으로 OECD 

평균인 131㎥보다 높으며, 미국(131㎥)이나 캐나다(136㎥)를 추월하여 21위를 기

록하였다. 임목축적이 증가한 원인은 과거 치산녹화사업 기간에 조림한 나무들이 

장령림에 도달하고 숲가꾸기 등 산림청의 산림자원관리(1998년부터)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4-13 임상별 임목축적 동향 

단위: 백만 ㎥, ㎥/ha

연도
임목축적 ha당 임목축적

합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합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1990 248 114 65 70 38.4 37.0 46.4 38.7

1995 309 141 86 83 47.9 48.9 51.4 48.2

2000 408 175 110 123 63.5 64.5 66.1 65.0

2005 506 217 136 153 79.2 80.3 82.2 81.8

2010 800 336 215 248 125.6 130.3 125.3 133.2

2015 925 404 264 257 146.0 172.7 130.0 150.7

자료: 산림청(각 연도). 임업통계연보.

산림면적의 경우 국유림은 증가하고 공유림과 사유림은 감소하였다(<표 4-14> 

참조).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국유림 확대 정책에 따라 국유림이 증가하

고 사유림이 감소하는 추세이다(임업통계연보 2015a). 임목축적은 소유에 관계없

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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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소유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단위: 천 ha, 백만 ㎥

연도
산림면적 ha당 임목축적

합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합계 국유림 공유림

1995 6,452 1,393 492 4,567 309 101 22

2000 6,422 1,433 493 4,496 408 126 31

2005 6,394 1,484 489 4,420 506 153 40

2010 6,369 1,543 488 4,338 800 229 60

2015 6,335 1,618 467 4,250 925 264 73

자료: 산림청(각 연도). 임업통계연보.

2015년 기준 영급(forest age class)별 산림면적, 임목축적, 평균임목축적을 살

펴보면, 2영급을 제외하고 2010년에 비해 모든 영급의 산림면적, 임목축적, ha당 

평균임목축적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5 영급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단위: 천 ha, 천 ㎥, ha/㎥

연도 합계
시업지 
소계

1영급 2영급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시업 

제한지

산림
면적

1995 6,256 4,833 884 1,952 1,507 374 94 21 1,423

2000 6,262 4,844 435 1,150 1,947 953 287 73 1,418

2005 6,232 4,921 336 806 1,936 1,374 370 96 1,311

2010 6,164 4,860 133 387 1,096 1,772 1,099 374 1,305

2015 6,074 6,074 203 160 1,334 2,830 1,137 409 

임목
축적

1995 309 239 0 84 97 42 13 3 70 

2000 408 314 0 48 121 94 39 13 94 

2005 506 396 0 37 130 155 55 19 110 

2010 800 626 0 22 124 239 172 69 174 

2015 925 925 0 7 159 454 218 87 0 

단위당 
임목
축적

1995 49 49 0 43 65 111 141 153 

2000 65 65 0 42 62 98 136 172 

2005 81 81 0 46 67 112 148 202 

2010 130 129 0 57 113 135 157 185 

2015 152 152 0 47 119 160 191 212 

자료: 산림청(각 연도). 임업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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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별·영급별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을 살펴보면 침엽수의 경우 4, 5, 6영급의 

장령림들의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이 증가하고 2, 3영급의 면적 및 축적은 감소하

였다. ha당 임목축적은 전 영급(1영급 제외)에서 증가하였다. 

표 4-16 침엽수 영급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단위: 천 ha, 천 ㎥, ha/㎥

연도 합계
시업지 
소계

1영급 2영급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시업 

제한지

산림
면적

1995 2,877 2,356 625 939 639 130 16 7 521

2000 2,711 2,227 300 634 832 369 78 14 484

2005 2,699 2,235 214 496 860 546 97 19 464

2010 2,581 2,103 89 275 700 916 496 104 478

2015 2,339 2,339 91 60 397 1,172 504 115 　

임목
축적

1995 141 115 0 47 46 17 3 1 26 

2000 175 143 0 31 57 41 12 3 32 

2005 217 179 0 26 64 68 17 4 38 

2010 336 272 0 14 67 106 68 16 65 

2015 404 404 0 3 54 209 108 30 0 

단위당 
임목
축적

1995 49 49 0 50 73 134 182 192 49 

2000 65 64 0 49 68 110 152 201 66 

2005 80 80 0 52 74 125 177 228 82 

2010 130 129 0 52 96 116 137 157 135 

2015 173 173 0 54 135 179 215 256 -

자료: 산림청(각 연도). 임업통계연보.

활엽수의 경우 1, 3, 4, 5영급의 산림면적 및 3, 4, 5영급의 임목축적이 증가하고 

2, 6영급의 면적 및 축적은 다소 감소하였다. ha당 임목축적은 3, 4, 5, 6영급에서 

증가하였다(<표 4-17> 참조). 

혼효림의 경우 1, 3, 4, 6영급의 산림면적 및 3, 4, 6영급의 임목축적이 증가하고 

2, 5영급의 면적 및 2영급의 축적은 다소 감소하였다. ha당 임목축적은 3, 4, 5, 6영

급에서 증가하였다(<표 4-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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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활엽수 영급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단위: 천 ha, 천 ㎥, ha/㎥

연도 합계
시업지 
소계

1영급 2영급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시업 

제한지

산림
면적

1995 1,669 1,184 135 373 453 151 62 9 485

2000 1,665 1,175 84 216 447 261 126 42 490

2005 1,659 1,228 101 114 386 397 172 58 431

2010 1,719 1,312 43 84 214 420 352 199 407

2015 2,029 2,029 76 61 515 829 357 191 　

임목
축적

1995 86 61 0 12 26 14 8 1 24 

2000 110 78 0 6 26 23 15 6 32 

2005 136 99 0 4 22 40 22 11 37 

2010 215 164 0 4 21 52 52 35 52 

2015 264 264 0 2 54 115 57 35 0 

단위당 
임목
축적

1995 51 52 0 32 57 94 129 123 51 

2000 66 66 0 29 59 89 123 154 66 

2005 82 81 0 36 58 101 128 182 86 

2010 125 125 0 45 99 124 147 175 127 

2015 130 130 0 39 105 139 161 184 -

자료: 산림청(각 연도). 임업통계연보.

표 4-18 혼효림 영급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단위: 천 ha, 천 ㎥, ha/㎥

연도 합계
시업지 
소계

1영급 2영급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시업 

제한지

산림
면적

1995 1,710 1,293 124 640 415 93 16 5 417

2000 1,885 1,442 51 299 668 323 84 17 443

2005 1,874 1,458 21 196 690 431 101 19 416

2010 1,865 1,445 16 70 320 610 335 93 420

2015 1,706 1,706 36 39 422 829 276 103 　

임목
축적

1995 83 63 0 25 25 10 2 1 20 

2000 123 93 0 10 38 30 12 3 29 

2005 153 119 0 8 44 46 16 5 35 

2010 248 191 0 4 35 81 52 18 57 

2015 257 257 0 2 52 130 52 22 0 

단위당
임목
축적

1995 48 49 0 39 61 106 146 153 47 

2000 65 65 0 35 57 92 139 191 66 

2005 82 81 0 39 64 108 154 239 83 

2010 133 132 0 57 111 133 156 194 137 

2015 151 151 0 47 122 157 188 213 -

자료: 산림청(각 연도). 임업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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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3>에서 영급별·수종별 산림면적 변화를 비교하였다. 1985년에는 

침엽수림 면적이 활엽수림 면적에 비해 넓었으나, 2015년에는 활엽수림 면적이 

침엽수림에 비해 더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산림의 최대면적을 차지

하는 것은 4영급이며, 다음으로 3영급과 5영급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영급별 산림면적 변화: 시업지 전체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3  영급별 산림면적 변화: 수종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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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국내 목재 및 목제품 공급량은 2,700만 ㎥ 내외로 정체되어 있었으

나, 임목축적의 증가, 국산 목재 사용 장려 정책 등으로 인해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15~16%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원목 공급에서 국내재가 차지하는 

비중인 원목 자급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28.1%에서 2018년 60.2%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목 자급량의 증가는 정부의 사회

간접자본 투자 감소와 주택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합판용, 보드용, 펄프용, 제재용 

원목수입량 감소에 따른 것이며, 해외 원목 수입량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산 

원목 자급량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4-19 목재 및 목제품 공급실적 

단위: 천 ㎥, %

구분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목재·목제품 공급량 26,719 26,877 30,597 31,772 29,754 30,056

목재·목제품 자급률(%) 8.8 13.6 16.1 16.2 16.4 15.2

원목 수급량 8,372 7,822 8,691 9,003 8,446 7,607

  - 국내재 2,350 3,650 4,914 5,151 4,845 4,577

  - 수입재 6,022 4,172 3,777 3,852 3,601 3,030

원목 자급률(%) 28.1 46,6 56.5 57.2 57.4 60.2

목제품수입량 18,347 19,055 21,906 22,769 21,308 22,449

자료: 산림청(각 연도). 목재수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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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방법에 따른 공급 전망  

본 절에서는 최적 벌채 계획을 정량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벌채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 가능한 잠재 자원량을 파악하는 것은 산림관리 전략 수립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산림의 최적화 상태는 조림·육림·벌채·재조림

의 순환체계에서 지속적인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며,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시작점이다. 효율적인 벌채는 산림의 최적화 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본 연구는 코호트 모델과 Uusivuori and Lautri(2007)의 방법을 적용하여 기존 

관리 시나리오 및 최적화 상태의 목재 공급계획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적화는 효

용 극대화 등 목적함수에 따른 동태 관계식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따를 때 도달할 

수 있는 산림의 상태를 의미한다.

3.1. 이론적 배경 

3.1.1. 기존 관리 시나리오와 영급코호트 모델 

지금까지 수행된 기존 관리 시나리오에 따라 벌채를 수행하였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산림의 영급구조 변화와 목재공급량을 예측하기 위해 영급코호트 모델을 

적용하였다. 기존 관리 시나리오는 다음의 두 가지로 설정되었다. 현상태 유지 시

나리오와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 시나리오이다. 현상태 유지 시나리오는 2017년

과 2018년 수행된 수확벌채량을 평균하여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벌채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이다.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 시나리오는  2011년

에 수립된 「목재산업 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원목 공급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매년 

추가 벌채를 수행하는 시나리오이다.  「목재산업 진흥종합계획」은 원래 2016년 

까지만 적용되도록 수립되었다. 그러나 본 시나리오는 목재산업 진흥종합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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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벌채계획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즉 벌채량이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면적에 도달하기까지 매년 벌채량을 일정량만큼 추가로 증가시키는 시나리

오이다. 

기존 관리 시나리오들에서는 벌채량이 목적함수에 의해 도출된 것이 아니며 외

부 계획에 따라 주어진다. 따라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목재 공급량과 영급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영급코호트 모델을 적용하였다. 영급 코호트 모델은 동태분석에 

이용되는 운동방정식을 의미한다. 이상민 외(2013)의 연구에서 이용된 영급별 면

적의 코호트식을 이용하여 벌채 계획에 따른 산림면적의 변화, 벌채면적 변화 등

을 예측할 수 있다. 이때  동태 관계식은 입목(standing tree)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

는 산림현황을 나타낸다. 

영급별 면적의 코호트 관계는 다음과 같다. 산림 영급 면적 변화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 성격을 가지므로 벌채가 없다고 가정하면 t년도의 i영급 면적은 

t-1년~t-10년의 (i-1)영급 면적에서 동 기간 산불, 병해충 등 재해로 인한 고사 면적

을 제외한 부분으로 계산되며,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t기의 i 영급 면적,  

 = (t-k)기의 (i-1)영급 면적

 
 = k년 간 (i-1)영급 고사면적 

식 (4-1)

매년 (i-1)영급 산림의 생존(survival) 면적이 전년도 (i-1)영급의 일정 비율()만

큼 고사한다고 가정하면 고사 면적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t기의 i 영급 면적 

식 (4-2)

식 4-1에 4-2를 대입하면 식 (4-3)과 같이 간단히 표현될 수 있다. 


  

 



   
 ×


 식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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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t년도 (i)영급의 산림면적은 다음 식 (4-4)와 같은 코호트 관계식을 만족

한다. 이때 t년도의 1영급 면적은 t-9년에서 t년까지 조림면적의 합과 같으며, 6영

급 이상은 6영급에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


   


 

∞


 



   
 ×


   










         = t-(k-1)기의 조림면적 

식 (4-4)

식 (4-4)를 이용하면 각 연도의 영급별 면적 전망이 가능하다. 1영급은 향후 10

년 간 조림면적을 이용하여 전망하며, t-1년도 벌채면적은 t년도 조림면적과 동일

한 것으로 가정한다. 연도별 벌채 계획은 외부적으로 결정됨을 가정한다. 코호트 

관계식을 이용하여 이의 벌채 계획을 따를 경우 향후 국내 산림 영급 면적 변화와 

목재 생산 추이를 예측할 수 있다. 

3.1.2. 산림탄소흡수와 목재가치를 고려한 최적화 산림관리

Uusivuori and Kuuluvainen(2005)은 여러 수령의 나무가 자라는 산림(multiple 

age class forest, 다영급산림)을 대상으로 적정한 벌기령(ratation age)과 벌채량을 

결정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때 산림을 소유

한 사람은 숲에서 생산되는 목재와 비목재(휴양, 등산, 레포츠, 이산화탄소흡수 

등) 생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하였다. 일반적인 산림경제

학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산지는 산림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용이 높다고 가정

한다. 따라서 산주는 산림을 제거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할 생각이 없으며, 그 시간 

범위는 영에서 무한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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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수익은 벌채 후 시장거래를 통하여 발생하고, 비목재 수익은 나무가 벌채

되지 않고 산림에서 자라는 동안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산림에서는 1~n까지의 수

령 또는 영급41) 가진 나무들이 자라며, 각 수령별 나무의 면적은  X=(x1, x2, ..., 

xn)’로 표시할 수 있다. u(.)와 M(.)은 strictly concave한 연간 소비(ct) 및 비목재 편

의(amenity)에 대한 효용함수를 나타낸다. 비목재에서 유래되는 편의는 목재 재적

(Qt)의 함수라고 가정한다. ati 는 시간 t에 i 수령에 해당하는 나무를 벌채하는 비

율을 나타내며 0부터 1사이의 값을 가진다(0 ≤ ati ≤ 1). p는 목재의 가격, q는 단

위 면적당 나무의 재적(㎥/ha)을 나타내는 1×n 벡터이고, w는 산림경영 이외의 방

법을 통하여 도출되는 수익을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이를 종합하면 산림을 통하

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산주의 문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표기할 수 

있다. 

wx Maxatiwt  t
∞

t uctMQt

  




     

  




        ≥ 

  qxtxtAtxt

 

ati ≥ 0, 1 − ati ≥ 0, x0i ≥ 0 , i = 1, . . . , n

식 (4-5)

식 (4-5) 에서  
  이며, 여기서 는 주간적인 시간에 대한 선호도(subjective 

time preference rate)를 나타내는 값으로 반드시 양의 값을 가진다. 개인적 할인율

이라 볼 수 있다. At는 시간 t에 영급별 벌채 계획을 나타내는 n×n 행렬이다 (부록 

참조). 위 문제의 1차 필요조건을 구하면 매우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 실질적인 수

치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

41) 수령을 10년 단위로 묶어 부르는 용어로 1~5영급의 경우 수령이 1~10년, 11~20년, 21~30년, 

31~40년, 41~50년 사이의 나무를 각각 가리키며, 6영급의 경우 51년 이상의 나무를 모두 합쳐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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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sivuori and Laturi(2007)는 위에서 제시한 방법을 변경한 효용 극대화 문제

를 다영급 산림의 벌채 결정에 관한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즉 위 방법

과 같이 목적함수에 비목재에서 유래되는 편의(amenity)를 포함하지 않고, 소비 

제약조건의 상한으로 제시된 산림의 가치에 포함하여 벌채 전략을 찾는 문제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벌채 전략 수립을 위한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가. 산림의 가치  

산지를 산림으로만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토지의 가치는 산림에서 발생하

는 수익의 합이 된다. 목재 생산을 위해서만 이용될 경우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목

재를 통하여 발생하는 이윤과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의 합이 된다. 목재와 더

불어 비목재의 가치가 고려된다면 비목재 생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도 포함할 수 

있다.

산림의 가치는 벌거벗은 산지(나지(裸地), bareland)에서 조림을 시작하여 경영

하는 경우와 이미 여러 영급(age classes)의 산림이 존재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나지를 대상으로 한 벌채계획은 할인율, 목재 가격 등 주어진 파라미터

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안정된 균형을 가진다. 따라

서 이 경우 최적화 과정을 통하여 도출되는 해는 장기 균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산림의 경우 현시점에서 기존 산림을 대상으로 결정되는 벌채계획

이 나지에서 정해지는 계획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단기적인 균형이라 할 수 

있다.4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산림을 벌채한 후 조림을 통하여 

새로운 산림을 조성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산림에 대하여 벌

채를 결정하고 그 이후 나지에 대한 벌채계획을 적용하면 기존 산림의 형태에 상

관없이 균형을 찾을 수 있다. 나지에서 산림을 가꾸어 탄소를 흡수하고 성숙한 나

42) 이미 존재하는 산림의 경우 벌채 계획 수립 이전에 발생하였던 비목재적 가치는 벌기령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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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벌채하여 목재를 생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익의 총합은 아래 식 (4-6)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k는 벌채 및 조림비용을 나타내며, Pt는 목재 가격, q0j, j 는 나지에서 시

작하여 수령 j로 자란 산림의 단위면적당 재적(㎥/ha)을 나타낸다. r은 할인율, 

PCO2는 이산화탄소가격, δ은 단위 재적에 대한 이산화탄소 무게 전환계수(톤/

㎥), Th는 산림 관리비용,  x0는 산지면적을 나타낸다.

산림에 흡수되는 탄소는 벌채되는 순간 절반 정도 방출된다고 가정하였다. 따

라서 나무가 자라는 기간 동안 탄소흡수를 통하여 발생한 수입의 현재가치에서 벌

채를 통한 탄소발산 비용의 미래가치를 제외한 만큼만 산주의 수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벌채는 한 기간(period)의 마지막 시기에 수행된다고 가정한다. 주어진 산지면

적(x0)에 모두 나무를 식재하고 한 기간(period)이 지난 후 x0에 대해 벌채하는 비

율을 a01이라 할 때 다음 기간의 해당 산림면적은 (1-a01)x0가 된다. 이러한 방식

으로 계속해서 벌채하게 되면 j기의 벌채면적은 
  

 


   이다.  

나지의 산림가치 공식을 이용하여 이미 존재하는 산림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은 식 (4-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qij,h 는 위의 q0j,j 와 달리  i+j 벌기령을 가지는 i수령 산림의 h수령의 

단위면적당 재적을 나타낸다. 따라서 해당 산림의 경우 산림 계획 당시 i수령이지

만 j기간 동안 벌채되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탄소를 흡수하여 산주에게 수익을 안

겨준다. 이상에서 계산한 산림의 가치는 효용함수 극대화 과정의 제약조건에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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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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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림의 관리 최적화43)     

산림을 사유림, 국유림으로 구분 후 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사유림의 경우 산

림의 현재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한다는 제약 아래, 소비를 통하여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국유림의 경우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관리한다. 

□ 사유림 

산주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통하여 벌채 시기와 벌채량44)을 결정하게 되며, 수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제약조건은 산주의 소비를 나

타내는 것으로 총 소비의 합은 산림을 비롯한 자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총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

 

 
  

∞



 ≤  

 





식 (4-8)

 앞서 이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u(.)는 완전 볼록(strictly concave)하며 소비에 

대한 효용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이며, ρ는 시간에 대한 주관적 선호율

43) 다영급 산림의 최적화 문제는 단순림과 달리 소비 제약조건을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수익 최적화 문제로 설정하여 풀이할 경우 Faustmann의 공식과 같이 해당 산림 전체의 

개벌(clear cut)을 통하여 최적화를 찾을 수 있다.

44) 여기서 벌채량이란 최적화 과정을 통하여 도출되는 벌채 재적을 말한다. 즉 목재시장을 고려하지 않

고 자원관리 차원에서 공급 측면만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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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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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ce rate)을 나타낸다. r은 할인율, ct 는 소비를 나타낸다. 소비 효용함수 극

대화 문제의 필요조건은 시기별 소비에 대한 한계효용의 비가 이자율 및 시간에 대

한 주관적 선호율의 비로 표시되며, 동시에 최적 벌채 시기 결정 조건을 나타낸다. 

라그랑제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아래의 1계 필요조건이 도출된다. 여기서 

λ는 라그랑제 승수를 나타낸다.

 ′


 


 식 (4-9)

위의 식에서 시간이 영일 경우 라그랑제 승수는 현재의 한계효용이 된다. 따라

서 현재의 한계효용과 시간 t의 한계효용의 비는 할인율(r)과 주관적 선호율(ρ) 비

를 t제곱한 값이 된다. 만약 한계효용이 음의 값을 가지지 않고 할인율이 주관적 선

호율보다 클 경우 현재의 한계효용이 시간 t의 한계효용보다 크다. 완전 볼록

(strictly concave)한 효용함수를 고려하면 미래의 소비가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낸

다. 할인율과 주관적 선호율이 같다면 한계효용은 시간과 관계없이 같은 값을 가

지며, 따라서 소비도 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다른 필요조건으로 라그랑제 함수를 a0j 및 aij에 대해 미분할 경우 각 영급별로 

벌채에 따른 수익과 벌채 1기 연기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비교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영급의 벌채 여부를 결정한다. 나지의 경우 아래의 식 4-10을 만

족할 경우 수령 j에서 벌채하는 것이 사유림 경영자의 효용을 최적화시킨다. 즉 수

령 j에서 벌채하여 얻는 목재 및 탄소흡수 수익이 한 기를 연기하여 j+1에 얻는 벌

채 수익보다 더 많을 경우 벌채 시기는 j이다. 따라서 a0j가 1이 된다.45) 반대의 경

우 벌채를 연기하는 것이 최적의 벌채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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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10)

45) 양변의 값이 같아질 경우 벌채율이 영에서 일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지만, 불연속 함수의 경우 양변

이 같은 값을 가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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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림에 대해서는 아래의 식 (4-11)과 같은 조건에서 j기에 벌채하며, 부등

호의 방향이 반대일 경우 j+1기에 벌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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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11)

□ 국유림  

국유림의 경우 소비를 통하여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산림의 

이용을 통한 사회적인 효용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

서 목적함수는 다양한 이용과 보전을 통하여 발현되는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문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벌채 시기를 결정할 수는 있으나 벌채량

을 결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국유림 벌채량은 법정림(normal forest)

형성에 필요한 벌채량 가운데 최적 벌기령에 도달한 산림만 벌채한다고 가정한

다. Uusivuori and Kuuluvainen(2005), Uusivuori and Laturi(2007) 등의 연구에 의

하면 산림이 목재 생산 외에 다른 용도 이용과 경쟁할 경우 법정림과 유사한 최적

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국유림은 법정림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관리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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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 방법에 따른 목재 공급량 및 산림구조 변화

3.2.1. 현상태 유지 시나리오 

국내 수확벌채량은 2012년부터 차츰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2015년부터 

연간 약 2,000천 ㎥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다. 아래의 <표 4-20>은 산림청에서 보

고된 국유림과 사유림의 수확벌채 실적이다.46)  현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

된 장기 벌채 계획량은 아직 없는 상태이므로, 2017년과 2018년의 평균 소유별, 

수종별 벌채량을 평균하여 향후 수확벌채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행하여진다고 

가정하였다. 연간 벌채되는 수확벌채량은 2,325천 ㎥ 수준이며, 97%가 사유림에

서 수행되고 있다. 시업량을 각 수종별·소유별 영급의 면적(ha)당 부피로 나누어 

주면 벌채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수종별·소유별 영급의 면적(ha)당 부피는 이상

민 외(2013)의 지표를 따르도록 한다(<표 4-21> 참조).

표 4-20 연도별 수확벌채 실적 변화: 총량 

단위: 천 ㎥

구분 2014 2017 2018 2017~2018평균

주벌(수확벌채) 1,724 2,291 2,359 2,325

침엽수 1,032 1,375 1,370 1,373

활엽수 692 917 988 953

사유림 침엽수 997 1,329 1,301 1,315

사유림 활엽수 677 904 958 931

국유림 침엽수 35 47 70 56

국유림 활엽수 14 13 30 22

자료: 산림청통합자료실(http://www.forest.go.kr: 2019. 7. 3.).

46) 연간 입목벌채허가 신고량 중 수확벌채량을 수확별채 시업량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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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수종별·소유별 평균 벌기령 및 ha당 부피 

수종별 소유별 평균 벌기령47) ha당 부피

침엽수 국유림 60년(6영급) 275㎥/ha

침엽수 공·사유림 45년(5영급) 175㎥/ha

활엽수 국유림 60년(6영급) 195㎥/ha

활엽수 공·사유림 35년(4영급) 120㎥/ha

자료: 이상민 외(2013)의 내용을 저자 재구성.

영급코호트 모델을 이용하여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벌채를 수행할 시 나타나

게 될 목재공급량과 영급구조 변화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현재의 벌채 수준

을 유지할 경우 매년 총 2,922천 ㎥의 목재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침엽수 목재 공급량은 1,700천 ㎥이며, 활엽수 공급량은 1,222천 ㎥로 나타

났다. 침엽수 목재 중 국유림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 양은 56천 ㎥이며, 사유림에

서는 1,644천 ㎥이다. 활엽수 국유림에서는 약 22천 ㎥의 목재가 공급되며, 사유림

에서는 1,200천 ㎥이 공급된다. 

<그림 4-4>는 향후 영급면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에 비해 어린 영급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6영급48) 이상의 면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 영

급의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대면적 영급의 목재 성장 여부에 의해 목재 공급량 변

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7) 개정된 벌기령을 적용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48) 그림에서 6영급은 6영급 이상을 모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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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영급구조 면적 변화: 현상태 유지 

자료: 저자 작성. 

3.2.2. 목재산업 진흥종합계획 시나리오 

본 시나리오에서는 「목재산업 진흥종합계획」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

오 이다. 2011년에 수립된 「목재산업 진흥종합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영급

구조개선과 원목 추가공급을 위해 벌기령에 달한 임목을 적기에 벌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목표는 수확 벌채를 통해 2010년 1,507천 ㎥인 원목 공급량을 

2016까지 2,000천 ㎥로 증가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150천 ㎥

의 원목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 공급량을 생산량의 96%로 적용하면(이상민 외 

2013) 150천 ㎥의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156천 ㎥의 추가 벌채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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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지 통계에 따른 소유별, 수종별 면적분포에 따라 추가 벌채량 156천 ㎥을 

배분하며 면적(ha)당 부피로 나누어서 연간 추가 벌채면적을 구하고,  「목재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벌채를 하였을 시 예상될 수 있는 목재공급량을 영급 코호

트 식으로 추정하였다.

2018년 이후에도 「목재산업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연간 968ha의 추가 벌채를 

수행한다고 가정하였으나 연간 전체 벌채 면적이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면

적(전체면적/벌기령)을 넘을 수 없다고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수종별·소유별 연

간 최대 벌채 면적은 침엽수 국유림 7.85천 ha49), 침엽수 공·사유림 37.36천 ha, 활

엽수 국유림 11.12천 ha, 활엽수 공·사유림 33.15천 ha50)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표 4-22>는 영급코호트 모델을 통해 도출된 10년 단위의 벌채 총량 변화를 나

타낸다. 벌채 총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며, 2100년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목재생

산을 위한 면적에 도달하기 때문에 총량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4-23>는 도

출된 연간 평균 벌채량이다.51) 벌채 수준이 지금과 비교하여 향후에는 크게 증가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49) 2015년 시업지 면적을 침엽수 국유림 평균 벌채 수령으로 나누어서 도출하였다.  

50) 이상민 외(2013)의 연구와 비교하면 침엽수 공·사유림의 최대 벌채면적이 감소하고, 활엽수 국유

림과 활엽수 공·사유림의 벌채면적이 증가하였다. 활엽수 증가 추세와 짧아진 활엽수 벌기령에 따

라 기속가능한 목재 생산을 위한 벌채면적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51) 10년 단위로 도출된 벌채량의 연간 평균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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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연도별 수확벌채 실적 변화: 총량 

단위: 천 ㎥

구분 2012~20 2021~30 2031~40 2041~50 2051~60 2061~70 2071~80 2081~90
2091
~2100

침엽수 
총량 

12,233 24,304 35,580 46,855 58,131 69,407 80,682 91,958 103,234

활엽수 
총량

8,517 16,950 24,840 32,730 40,620 48,332 51,945 53,874 54,559

사유림
침엽수

10,587 21,038 30,802 40,565 50,328 60,091 69,854 79,618 89,381

사유림
활엽수 

6,394 12,738 18,678 24,618 30,558 36,320 37,983 37,983 37,983

국유림
침엽수

1,646 3,266 4,778 6,291 7,803 9,316 10,828 12,341 13,853

국유림
활엽수 

2,124 4,212 6,162 8,112 10,062 12,012 13,962 15,891 16,576

자료: 저자 작성.

표 4-23 연도별 평균 벌채량 변화 

단위: 천 ㎥

구분 2012~20 2021~30 2031~40 2041~50 2051~60 2061~70 2071~80 2081~90
2091
~2100

사유림
침엽수

1,323 2,630 3,850 5,071 6,291 7,511 8,732 9,952 11,173

사유림 
활엽수 

799 1,592 2,335 3,077 3,820 4,540 4,748 4,748 4,748

국유림 
침엽수

206 408 597 786 975 1,164 1,354 1,543 1,732

국유림 
활엽수 

265 527 770 1,014 1,258 1,502 1,745 1,986 2,072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5>는 목재진흥종합계획 시나리오에 따른 관리 시 나타날 수 있는 향후 

영급면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현상태 유지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현재에 비

해 어린 영급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6영급 이상의 면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현상태 유지와 비교하여 영급구조가 개선되나, 향후 대면적 영급이 6영급에 

치중되는 현상은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면적 영급의 성숙 여부에 

따라 목재 공급량이 변화하는 등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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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3.2.3 최적화 관리 시나리오 

앞에서 제시된 계산법(식 (4-6), 식 (4-7))과 벌채 계획법(식 (4-10), 식 (4-11))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최적화 벌채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

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지에 대한 벌채 시기(식 (4-10))를 결정하는 것이다. 주어진 

파라미터와 단위면적당 재적을 이용하여 수령별 벌채 여부를 판단한다. 나지에 

대한 벌채 시기가 결정되면 이에 대한 산림의 가치(식 (4-6))를 계산할 수 있다. 나

지의 단위 면적당 산림 가치를 이용하여 이미 존재하는 산림의 벌채 시기(식 

(4-11))를 판단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현재 산림의 총 가치(식 (4-7))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4-5 영급구조 면적 변화: 목재진흥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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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산정한 산림의 가치는 산림 이외의 자산의 가치(w)가 영이라고 가정할 

때 사유림 소유자의 영구적인 소비액과 같아지며, 식 4-10에 따라 연간 벌채 금액

이 결정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형태가 불연속 시간을 전제하기 때

문에 벌채계획에 대한 결과가 특정 수령의 산림을 모두 벨 것인지(a=1), 아니면 그

대로 둘 것인지(a=0) 두 가지 중 하나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적화를 위해 해당 산

림의 일부를 벌채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 분석자료 

□ 침엽수

침엽수림 및 활엽수림을 사유림과 국유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산림의 영

급구조에 대한 자료는 임업통계연보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 과거부터 시업지

에 대해 2010년까지는 매년 1~6영급으로 구분한 자료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2010

년 이후부터는 매 5년마다 본 자료를 제공하는데 가장 최근의 것이 2015년도 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면적에 대한 자료는 2015년 통

계를 이용하였다. 재적에 대한 자료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값을 적용

할 경우 수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피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

하거나 동일한 형태가 나타난다. 이 경우 최적은 모서리해(corner solution)로 정해

지게 된다. 즉 6영급에서 벌채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혼

효림의 면적을 침엽수와 활엽수에 더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52)

따라서 임업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재적을 이용하지 않고 임목재적·바이오매

스 및 임분수확표53)의 수종별 재적을 수종분포율54)에 따라 가중하여 평균한 값을 

침엽수 사유림의 영급별 단위면적당 축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때 적용한 수종별 

지위지수는 강원지방소나무 14, 중부지방소나무 12, 리기다소나무 14, 잣나무 14, 

낙엽송 18, 편백 12 등이다.

52) 침엽수와 활엽수의 면적비율을 45%:55%로 설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침엽수의 감소를 

고려한 것이다(안현진 외 2018).

53) 국립산림과학원(2012).

54) 한국임업진흥원·국립산림과학원(2017). 숫자로 보는 우리나라 산림자원.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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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침엽수림 소유별·영급별 면적 

단위: 천 ha

합계 1영급 2영급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계 2,339 91 60 397 1,172 504 115

국유림 471 15 12 69 194 122 59

공유림 136 2 2 20 70 34 7 

사유림 1,732 73 45 308 908 348 49

자료: 산림청(2018d).

표 4-25  혼효림 소유별·영급별 면적  

단위: 천 ha

합계 1영급 2영급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계 1,706 36 39 422 829 276 103 

국유림 436 2 5 68 198 103 60

공유림 126 1 2 26 68 23 7 

사유림 1,144 32 32 328 564 150 36

자료: 산림청(2018d).

표 4-26  침엽수림 소유별·영급별 단위면적당 축적  

단위: 천 ㎥

1영급 2영급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국유림 1.9 81 113 170 225 275 

공유림 1.6 65 95 145 187 234 

사유림 1.2 59 88 138 174 224 

임분수확표 36 91 163 214 252 279

자료: 산림청(2018d) 및 국립산림과학원(2012).

분석을 위해 적용한 계수에 대한 정보는 <표 4-27>과 같다. 이산화탄소 거래가

격은 20유로로 설정55)하였고, 임목의 탄소흡수량은 줄기밀도, 줄기재적, 지상부

바이오매스확장계수, 탄소전환계수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즉 임목탄소흡수량 = 

줄기밀도(톤/㎥) × 줄기재적(㎥) × 지상부바이오매스확장계수 × 탄소계수(0.5) 의 

공식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단위 목재재적에 대한 탄소량을 나타내는 탄소전환계

55) 연합뉴스. 2018. 8. 30.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가격 10년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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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탄소전환계수 = 줄기밀도 × 지상부바이오매스확장계수 × 지상부에 대한 전

체 바이오매스비율 × 탄소계수

줄기밀도, 지상부바이오매스확장계수, 지상부와 뿌리비율 등에 대한 값은 

IPCC에서 제공하는 침엽수 계수(산림청홈페이지)를 사용하였다. 침엽수 가격과 

비용에 대한 자료는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민경택 외 2017)

를 참고하여 각 수종의 분포 비율(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관학원 2017)56)로 가

중 평균하였다.  

표 4-27  침엽수 분석계수 

계수명 부호 값 비고

할인율 r 0.025

이산화탄소거래가격(유로) Pc 20 연합뉴스(2018.8.30.)

원유로 환율(원/EUR) 1,296 2018.8.30. 매매기준 

탄소전환계수 δ 1.54

침엽수가격(천 원/㎥) Pt 104.2 가중평균

벌채비용 및 조림비용(천 원/ha) k 11,178 통계청(2019)1, 산림청고시(2017)2 

주 1) ha당 벌목작업 소요비용(벌채작업, 하산집재, 운반비 중 앞 2개만 합산). kosis.kr: 2019. 9. 9. 

2) 산림청 고시 제2017-1호(2017년도 조림비용) (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18923호. 2017.7.16. 241쪽).

자료: 저자 작성.

국유림의 경우 영급별 면적은 위의 표에 나타난 임업통계연보의 2015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단위면적당 축적은 임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의 수종별 가

중평균값을 이용하였는데, 임업통계연보의 사유림 8개년 평균값에 대한 국유림 

평균값 비율의 절반을 적용하였다. 임분수확표의 조사대상 산림 가운데 국유림이 

절반 정도 포함되었다는 가정하에 평균값 비율의 50%를 적용하였다. 

56)  한국임업진흥원·국립산림과학원. 2017. 숫자로 보는 우리나라 산림자원.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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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엽수  

활엽수의 경우 임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의 수종별 재적이 상수리나

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등 참나무류 3종과 자작나무, 백합나무 등의 수종에 대한 

자료만 제공한다. 참나무류의 면적 분포가 2015년 기준 약 48%를 차지하나 자작

나무 1%, 백합나무 1.5%57)에 불과하여 임분수확표에 나타난 수종이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수종이 구분되지 않은 기타의 분포율이 46%를 차지

하고 있다. 따라서 활엽수에 대해서는 임분수확표가 아닌 임업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벌채 계획을 분석하였다. 활엽수 ha당 재적은 각 영급별 재적을 면적으

로 나누어 산출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평균을 적용하였다.

표 4-28  활엽수림 소유별·영급별 면적 

단위: 천 ha

합계 1영급 2영급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계 2,029 76 61 515 829 357 191

국유림 667 7 7 100 248 175 129

공유림 192 2 3 43 87 36 21

사유림 1,170 67 51 371 494 146 40

자료: 산림청(2018d).

표 4-29  활엽수림 소유별·영급별 단위면적당 축적  

단위: 천 ㎥

1영급 2영급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국유림 4.5 47 83 130 170 203 

공유림 5.5 46 77 115 136 164 

사유림 3.0 45 79 119 138 180 

자료: 산림청(2018d) 및 국립산림과학원(2012).

분석을 위해 적용한 계수값은 탄소전환계수 및 목재가격을 제외하면 침엽수의 

경우와 같다. 활엽수의 경우 목재의 기본밀도가 높아 탄소전환계수가 침엽수보다 

높은 1.88을 적용하였다. 활엽수의 가격은 민경택 외(2017)를 참고하였다.

57) 농업인신문. 2016. 3. 4. “나무 위에 튤립이 피었다? 백합나무.” 



116 |

표 4-30  활엽수 분석계수 

계수명 부호 값 비고

할인율 r 0.025

이산화탄소거래가격(유로) Pc 20 연합뉴스(2018.8.30.)

원유로 환율(원/EUR) 1,296 2018.8.30. 매매기준 

탄소전환계수 δ 1.88

활엽수 가격(천 원/㎥) Pt 85 가중평균

벌채비용 및 조림비용(천 원/ha) k 11,178 통계청(2019)1, 산림청고시(2017)2 

주 1) ha당 벌목작업 소요비용(벌채작업, 하산집재, 운반비 중 앞 2개만 합산). kosis.kr 2019. 9. 9. 

2) 산림청 고시 제2017-1호(2017년도 조림비용) (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18923호. 2017. 7. 16. 241쪽)

활엽수 국유림도 사유림과 마찬가지로 영급별 면적, 단위면적당 축적 모두 위

의 표에 나타난 임업통계연보의 2015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나. 침엽수 사유림의 가치 및 벌채 시기  

산림가치 추정을 위해 식 4-10에 따라 나지의 벌채 시기를 판단하면 아래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목재 수익과 탄소 수익을 모두 고려하여 벌채할 경우 4영급이 

최적 벌채 시기임을 알 수 있다(<표 4-31> 참조). 이 결과는 현재 법령으로 제시하

는 기준 벌기령을 수종의 분포면적으로 가중 평균한 벌기령(38년)과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58) 그 결과에 따라 식 4-7을 이용하여 1,732천 ha의 침엽수 사유림 

나지의 가치를 측정한 결과 총 392십억 원인 것으로 계산되며, 단위면적당 226.3

천 원에 해당한다.

5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7. 9. 기준벌기령, 벌채굴

취기준 및 임도의 시설 기준(제7조 제2항 및 제48조의 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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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나지(Bareland)의 영급별 단위면적당 벌채 수익 비교: 침엽수 사유림 

단위: 천 원/ha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LHS 2,970 11,404 11,200 10,474

RHS 11,404 11,200 10,474 -

주: LHS, RHS는 각각 식 4-10의 좌변과 우변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이미 존재하는 산림의 벌채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식 4-11에 따라 계산한 결과 4

영급, 5영급, 6영급 모두 벌채를 연기할 경우 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32 기존 산림 영급별 단위면적당 벌채 수익 비교: 침엽수 사유림

단위: 천 원/ha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LHS 9,880 22,553 26,429 29,340

RHS 18,426 21,227 23,356 24,670

RHS-LHS 8,546 -1,326 -3,073 -4,670

주: LHS, RHS는 각각 식 4-11의 좌변과 우변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침엽수 사유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경우 수익의 감소가 

가장 큰 6영급을 우선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와  4·5·6영급을 동시에 벌채하는 경우

의 두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아래의 <표 4-33>과 같이 나타난다. 

표 4-33 영급별 산림가치: 침엽수 사유림 

단위: 십억 원 

구분 합계 1영급 2영급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6영급 벌채 54,850.2 1,200.4 1,026.8 9,522.9 28,935.1 12,244.0 1,921.0

4,5,6영급 벌채 48,919.3 947.4 830.8 8,041.2 26,202.6 10,976.3 1,921.0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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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량 결정을 위해 식 4-8의 공식을 이용한다. 할인율(r)과 주관적 선호율(ρ)

이 같다고 가정하면 시간에 무관하게 한계효용은 일정한 값을 가진다. 따라서 소

비액은 모든 시간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간 소비액은 벌채액과 같아

지고, 이 값을 가격으로 나누면 벌채량을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6영급 침엽수를 우

선적으로 벌채할 경우 10년간 벌채량은 115.2백만 ㎥이며, 이 양을 6영급 산림 면

적으로 환산하면 412천 ha가 된다. 4·5·6영급을 벌채할 경우 벌채량은 약 102.8백

만 ㎥가 된다.

표 4-34 옵션별 벌채량 및 벌채 면적: 침엽수림 

구분 벌채액(십억 원) 벌채량(천 ㎥) 6영급면적(천 ha) 5영급면적(천 ha) 4영급면적(천 ha)

6영급 벌채 12,001.3 115,217 412.2 458.0 537.5

4,5,6영급 벌채 10,703.6 102,758 367.7 408.5 479.4

자료: 저자 작성.  

6영급을 우선 벌채할 경우 시간에 따른 영급별 면적은 <그림 4-6>과 같이 나타

난다. 초기에는 6영급과 5영급의 산림이 벌채되나 4영급의 벌채가 시작되는 4기

(period)부터 6영급 벌채가 줄어들고, 8기 이후부터는 6영급의 면적은 매우 느리

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59) 12기부터 1~4영급의 면적이 거의 같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벌채면적의 경우 초기에는 6영급과 5영급에서 벌채되면서 약 451천 

ha 정도이다. 그러나 후반으로 가면서 5영급이 없어지고 6영급에서 일부 벌채되

지만 대부분이 단위면적당 재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4영급 산림에서 벌채되므로 

면적이 증가하여 18기에는 약 536천 ha가 된다. 

위의 계획에 따라 벌채하면 시간에 따른 침엽수 축적(stock)과 벌채량의 변화가 

<그림 4-7>과 같이 나타난다. 일정한 벌채량을 유지하면서 전체 축적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단위면적당 축적이 높은 5·6영급의 면적이 줄어들고 

59) 6영급을 우선 벌채하나 연간 벌채액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아래 영급에서 순서대로 벌채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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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무로 구성된 1·2영급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벌채량이 115.2백만 ㎥

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산림축적은 초기에 약 454.6백만 ㎥ 정도에서 점

차 줄어들어 18기(180년 후)에는 298.3백만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6 영급구조 면적변화: 침엽수 사유림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7 산림축적 및 벌채 가능량 변화: 침엽수 사유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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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침엽수 국유림의 가치 및 벌채 시기  

침엽수 국유림의 면적 및 단위면적당 축적자료를 이용하여 국유림의 벌채 시기

를 결정하면 사유림의 경우와 같다. 나지의 경우 4영급에서 벌채하고, 기존 산림

의 경우 4·5·6영급을 동시에 벌채하거나 6영급을 우선 벌채하는 옵션이 있다.

표 4-35 나지(Bareland)의 영급별 단위면적당 벌채 수익 비교: 침엽수 국유림 

단위: 천 원/ha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LHS 4,931 13,652 13,560 12,203

RHS 13,652 13,560 12,203 -

주: LHS, RHS는 각각 식 4-10의 좌변과 우변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적정 벌채 시기에 따를 경우 침엽수 국유림 나지의 가치는 총 1,590.1십억 원이

며, 단위면적당 2,382천 원에 해당한다. 

표 4-36 기존 산림 영급별 단위면적당 벌채 수익 비교: 침엽수 국유림  

단위: 천 원/ha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LHS 13,394 27,311 32,439 34,837

RHS 22,175 26,110 27,574 26,354

RHS-LHS 8,781 -1,201 -4,865 -8,483

주: LHS, RHS는 각각 식 4-11의 좌변과 우변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위에서 제시한 두 방법을 적용하여 침엽수 국유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경우 

산림의 가치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6영급을 우선 벌채할 경우의 가치는 

20,041.3십억 원으로, 4·5·6영급을 동시에 벌채할 경우보다 국유림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관리 방법에 따른 산림자원 전망 분석 | 121

표 4-37 영급별 산림가치: 침엽수 국유림  

단위: 십억 원 

구분 합계 1영급 2영급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6영급 벌채 20,041.3 259.1 286.3 2,419.2 8,245.7 5,821.2 3,009.9

4·5·6영급 벌채 18,700.4 132.9 243.9 2,123.2 7,732.9 5,457.6 3,009.9

자료: 저자 작성.

따라서 침엽수 국유림의 벌채 시기는 6영급이며 최대 벌채 가능 면적은 처음 10

년 간 86천 ha, 벌채량은 26,920.2천 ㎥임을 알 수 있다. 국유림에 대해 벌채 시기에 

해당하는 벌채면적을 전체 면적의 육분의 일 이하로 제한할 경우 벌채 가능한 양

(재적)은 20,677천~34,665.9천 ㎥이다.

그림 4-8 산림축적 및 벌채 가능량 변화: 침엽수 국유림   

자료: 저자 작성. 

라. 활엽수 사유림의 가치 및 벌채 시기  

침엽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림가치 추정을 위해 식 4-10에 따라 나지의 벌

채계획을 판단한 결과 6영급이 최적의 벌채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준벌기령을 수종의 분포면적으로 가중평균한 벌기령(33년)에 비해 높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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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국유림의 기준벌기령이 60년이므로 이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

다.60)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계의 문제점에 기인

한다. 즉 통계연보상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수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피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거나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최적은 모서리해(coner solution)로 정해진다. 즉 6영급에

서 벌채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표 4-38 나지(Bareland)의 영급별 단위면적당 벌채 수익 비교: 활엽수 사유림 

단위: 천 원/ha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LHS -4,327 2,269 3,305 4,593

RHS 2,269 3,305 4,593 -

주: LHS, RHS는 각각 식 4-10의 좌변과 우변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이미 존재하는 산림의 경우에도 단위면적당 벌채수익을 비교하면 6영급에 벌

채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영급, 4영급, 5영급 모두 해당영급에서 벌

채하는 것보다 다음 기로 미루는 것이 벌채 및 이산화탄소 수익을 위해 유리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표 4-39 기존 산림 영급별 단위면적당 벌채 수익 비교: 활엽수 사유림

단위: 천 원/ha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LHS -274 6,050 7,649 11,164

RHS 5,494 6,333 9,509 -

RHS-LHS 5,768 284 1,860 -

주: LHS, RHS는 각각 식 4-11의 좌변과 우변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6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7. 9. 기준벌기령, 벌채굴

취기준 및 임도의 시설 기준 (제7조 제2항 및 제48조의 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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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시기 결정 결과를 바탕으로 활엽수 사유림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 그 값은 

20,105.8십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영급별 산림가치: 활엽수 사유림 

단위: 십억 원

구분 합계 1영급 2영급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6영급 벌채 20,105.8 560.2 583.1 5,601.4 9,572.6 3,113.9 674.6

자료: 저자 작성.

벌채량 결정을 위해 식 4-8의 공식을 이용한다. 할인율(r)과 주관적 선호율(ρ)

이 같다고 가정하면 벌채액과 같은 10년간 소비액은 4,399.2십억 원이며, 벌채면

적으로 환산하면 6영급 288천 ha, 5영급 374천 ha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간에 

따른 영급별 면적은 <그림 4-9>와 같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6영급, 5영급, 4영급

의 산림이 벌채되나 6영급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6영급에서만 벌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영급간 면적이 균형을 이루게되나 11기 이후부터 6영급 

면적이 가장 넓고 1~5영급 면적은 동일한 산림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4-9 영급구조 면적변화: 활엽수 사유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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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0>은 시간에 따른 활엽수 축적(stock)과 벌채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침엽수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벌채량(51,755천 ㎥)을 유지하면서 전체 축적은 

185,578천 ㎥에서 175,325천 ㎥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단위면적

당 축적이 높은 5·6영급의 면적이 줄어들고 어린나무로 구성된 1·2영급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림 4-10 산림축적 및 벌채 가능량 변화: 활엽수 사유림   

자료: 저자 작성. 

마. 활엽수 국유림의 가치 및 벌채 시기

활엽수 국유림의 면적 및 단위면적당 축적자료를 이용하여 국유림의 벌채 시기

를 결정하면 사유림의 경우와 같다. 나지 및 기존 산림 모두 6영급에서 벌채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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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 나지(Bareland)의 영급별 단위면적당 벌채 수익 비교: 활엽수 국유림 

단위: 천 원/ha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LHS -4,051 3,020 4,852 5,567

RHS 3,020 4,852 5,567 -

주: LHS, RHS는 각각 식 4-10의 좌변과 우변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42 기존 산림 영급별 단위면적당 벌채 수익 비교: 활엽수 국유림  

단위: 천 원/ha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LHS 643 7,695 11,104 13,862

RHS 6,951 9,438 11,446 -

RHS-LHS 6,271 1,743 342

주: LHS, RHS는 각각 식 4-11의 좌변과 우변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6영급 산림을 벌채하는 활엽수 국유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경우 그 값은 

12,986십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3 영급별 산림가치: 활엽수 국유림  

단위: 십억 원

구분 합계 1영급 2영급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6영급 벌채 12,986.4 60.2 97.3 1,652.7 5,096.5 3,828.8 2,250.9

자료: 저자 작성. 

활엽수 국유림 6영급의 최대 벌채 면적은 처음 10년간 162천 ha, 벌채량은 

32,821천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침엽수와 마찬가지로 벌채 시기에 해당하는 

벌채면적을 전체면적의 육분의 일 이하로 제한할 경우 벌채량은 30,602천 ㎥로 일

정한 재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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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위의 벌채 계획을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 단기는 기존산림 벌채를 의미하며, 장기는 재조림된 산림 벌채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44 결과 요약: 수종별·소유별 벌채 시기, 연간 벌채량 및 면적 

사유림 국유림 사유림 국유림 

단기 장기 단기 장기 재적(천 ㎥) 면적(천 ha) 재적(천 ㎥) 면적(천 ha)

침엽수 6영급 4영급 6영급 4영급 11,521.7 41.2
2.067.8

~2,662.7
8.6~11.1

활엽수 6영급 6영급 6영급 6영급 5,175.5 28.8 3,060.2 15.1

그림 4-11 산림축적 및 벌채 가능량 변화: 활엽수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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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및 시사점 

국내 목재 및 목제품은 주로 산업용재로 사용되며, 고부가가치 용재 비율은 낮

은 편이다. 국내재 자급률은 보드용, 제재용, 펄프용이 44.4%, 10.8%, 8.5% 순으

로 높다. 목재 수급량의 연평균 증감률은 보드용과 기타품목을 제외하고 마이너

스를 기록하고 있다. 원목자급률의 경우 합단판용과 기타용도를 제외하면 다소 

증가하였으나, 목재 수급량의 절대적 수치는 감소하고 있다. 국내재 원목 이용량

은 합단판용을 제외하고 용도와 비중이 증가하였다.

목제품 수급모형을 활용하여 미래 목재 수요 및 원목 수요량을 전망하였다. 제

재목(수입재), 합판, 섬유판, 화학펄프의 국내공급량은 감소, 화학펄프를 제외한 

목제품의 수입량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제재목(국내재)과 파티클

보드의 생산량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파티클보드, 화학펄프의 

수요량은 증가, 제재목, 합판 및 섬유판의 수요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목제품 생산을 위한 목재 수요량을 침엽수와 활엽수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국

내산 원목 수요량은 증가하나 수입산 원목 수요량은 감소하여  목제품 생산을 위

한 전체 원목 수요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내로 수입된 제재목, 합

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 등을 원목으로 환산한 결과 침엽수는 감소하나, 활

엽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목재 수요의 경우 제재용, 합판용, 펄프

용의 침엽수 수요량은 감소하나, 보드용의 침엽수와 펄프용 활엽수의 경우 수요

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산림자원량 변화를 살펴본 결과, 임상별 산림면적은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무

립목지, 죽림 순이었으며, 침엽수림은 감소 추세, 활엽수림과 죽림은 다소 증가 추

세에 있다. 임목축적량은 모든 임상과 소유형태에서 증가하였다. 영급별 산림면

적, 임목축적, ha당 평균임목축적은 2영급을 제외하고 증가하였다. 또한, 과거에

는 침엽수림 면적이 활엽수림 면적에 비해 넓었으나, 최근 활엽수림 면적이 침엽

수림에 비해 더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산림의 최대면적을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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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4영급이며, 그다음으로 3영급과 5영급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목재 및 목제품 공급실적은 2005년 이후 2,700만 ㎥ 내외로 정체되어 있었

으나, 임목축적의 증가, 국산 목재 사용 장려 정책 등으로 인해 자급률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최근 15~16%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목 자급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28.1%에서 2018년 60.2%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다.

최적 벌채 계획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동태 관계식을 적용하

여 시나리오별 공급량 변화를 전망하였다. 기존 관리 시나리오(현상태 유지, 목재

산업 진흥종합계획)에는 영급코호트 모형을, 산림탄소흡수와 목재가치를 고려한 

최적화 산림관리 시나리오에는 다영급 산림을 고려한 효용 극대화 문제를 적용하

였다. 

현상태 유지 시나리오에서는 현재의 벌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매년 총 2,922천  

㎥의 목재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다. 침엽수 목재 공급량은 1,700천 

㎥이며, 활엽수 공급량은 1,222천 ㎥, 침엽수 국유림 공급량은 56천 ㎥, 침엽수 사

유림 공급량은 1,644천 ㎥이다. 활엽수 국유림 약 22천 ㎥, 활엽수 사유림은 약 

1,200천 ㎥의 공급량이 예상된다. 현재에 비해 어린 영급들의 면적이 감소하고 6

영급 이상의 면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수 영급의 목재 성장 여부에 의해 목재 

공급량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목재산업 진흥종합계획 시나리오에서는 원래 2016년까지 적용되도록 수립된 

목재산업 진흥종합계획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벌채 

면적은 침엽수 국유림 7.85천 ha, 침엽수 공·사유림 37.36천 ha, 활엽수 국유림 

11.12천 ha, 활엽수 공·사유림 33.15천 ha로 계산되었다. 벌채 총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00년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면적

에 도달하여 총량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연간 평균 벌채량은 벌채 수준이 지금

과 비교하여 향후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화 관리 시나리오에서는 나지에 대한 벌채 시기를 먼저 도출한 후 산림의 

가치를 추정하여 최적화 벌채 시기와 벌채 수익을 도출하였다. 침엽수 사유림의 



제4장 관리 방법에 따른 산림자원 전망 분석 | 129

경우 목재 수익과 탄소 수익을 모두 고려하여 벌채할 경우 4영급이 최적 벌채 시기

이며, 1,732천 ha의 침엽수 사유림 나지의 가치는 총 392십억 원(단위면적당 

226.3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된 연간 소비액과 벌채액을 활용하여 벌채량

을 추정한 결과, 6영급 침엽수를 우선적으로 벌채할 경우 10년간 벌채량은 115.2

백만 ㎥이며, 4, 5, 6영급을 벌채할 경우 벌채량은 약 102.8백만 ㎥인 것으로 나타

났다. 시간에 따른 침엽수 축적과 벌채량의 변화를 보면 단위면적당 축적이 높은 

5, 6영급의 면적이 줄어들고 어린나무로 구성된 1, 2영급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

에 벌채량은 115,2백만 ㎥로 유지하지만 전체 축적은 초기에 약 454.6백만 ㎥에서 

18기 후에는 298.3백만 ㎥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방법으로 침엽수 국유

림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 6영급을 우선 벌채 시 가치가 4, 5, 6영급을 동시에 벌채

할 경우의 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침엽수 국유림의 벌채 시기는 

6영급이며, 최대 벌채 가능 면적은 처음 10년간 86천 ha, 벌채량은 26,920.2천 ㎥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벌채면적을 전체 면적의 1/6 이하로 제한할 경우 벌채 가능

량은 20,677천~34,665.9천 ㎥일 것으로 예상된다.

활엽수의 경우 침엽수와 동일한 방법을 활용한 결과 사유림, 국유림 모두 6영급

이 최적 벌채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엽수 사유림의 경우 벌채면적은 6영급 

288천 ha, 5영급 374천 ha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에 따른 영급별 면적은 초

기에 6영급, 5영급, 4영급의 산림이 벌채되지만 6영급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6영급

에서만 벌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영급 간 면적은 균형을 이루다가 이후 6영급이 

가장 넓고 1~5영급 면적은 동일산 형태를 띠게 된다. 활엽수 축적과 벌채량은 침

엽수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벌채량(51,755천 ㎥)을 유지하면서 전체 축적은 

185,578천 ㎥에서 175,325천 ㎥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엽수 국유림의 경

우 6영급의 최대 벌채 면적은 처음 10년간 162천 ha, 벌채량은 32,821천 ㎥이나 벌

채면적을 전체 면적의 1/6로 제한할 경우 벌채가능량은 30,602천 ㎥일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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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결과 종합  

1.1. 벌채량 및 목재자급률 목표 달성 

위의 세 가지 관리 시나리오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연간 목재공급량을 정리하

면 <표 5-1>과 같다. 평균 벌채량은 최적화 시나리오,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 시나

리오, 현상태 유지 시나리오 순으로 크게 나타나며, 2080년 이후는 목재산업진흥

종합계획 벌채량과 최적화 벌채량의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최적화 벌채량은 현

상태 유지와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에 비해 많은 양의 벌채를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수종 및 소유지에서 현재 수립된 목재수급계획보다 더 

적극적인 벌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적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질 

시업량 2,324천 ㎥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벌채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기

존연구(Mendelsohn et al. 2017)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예

일대학교의 Mendelsohn 교수가 수행한 2017년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목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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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수익과 탄소흡수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벌채량은 실제 수확량(약 

2,600천 ㎥)보다 3.2배 많은 8,200천 ㎥이며, 2035년에는 그 수확량을 20,000천 ㎥

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글로벌 목재 모형을 통하여 도출한 바 있다.  본 연구

에서 도출된 최적 벌채량 수준이 21,826천 ㎥임을 미루어 보아 향후 국내 산림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벌채량을 크게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표 5-1 연도별 수확벌채 실적 변화 

단위: 천 ㎥

구분 2020
2021~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0

2071~
2080

2081~
2090

2091~
2100

사유림침엽수 

현상태 유지 1,315 1,315 1,315 1,315 1,315 1,315 1,315 1,315 1,315

목재진흥계획 1,323 2,630 3,850 5,071 6,291 7,511 8,732 9,952 11,173

최적화  11.522 11.522 11.522 11.522 11.522 11.522 11.522 11.522 11.522

사유림활엽수

현상태 유지 931 931 931 931 931 931 931 931 931

목재진흥계획 799 1,592 2,335 3,077 3,820 4,540 4,748 4,748 4,748

최적화 5,175 5,175 5,175 5,175 5,175 5,175 5,175 5,175 5,175

국유림침엽수

현상태 유지 56 56 56 56 56 56 56 56 56

목재진흥계획 206 408 597 786 975 1,164 1,354 1,543 1,732

최적화 
2.068~
2,663

2.068~
2,663

2.068~
2,663

2.068~
2,663

2.068~
2,663

2.068~
2,663

2.068~
2,663

2.068~
2,663

2.068~
2,663

국유림활엽수 

현상태 유지 22 22 22 22 22 22 22 22 22

목재진흥계획 265 527 770 1,014 1,258 1,502 1,745 1,986 2,072

최적화  3,060 3,060 3,060 3,060 3,060 3,060 3,060 3,060 3,060

벌채총량 

현상태 유지 2,324 2,324 2,324 2,324 2,324 2,324 2,324 2,324 2,324

목재진흥계획 2,593 5,157 7,552 9,948 12,344 14,717 16,579 18,229 19,725

최적화  21,826 21,826 21,826 21,826 21,826 21,826 21,826 21,826 21,826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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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급모형 분석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2050년에 목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목재 수요량은 침엽수 11,355천 ㎥, 활엽수 2,880천 ㎥이다. 최적화 

관리에 따라 생산된 국내 목재가 모두 용재로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침엽수와 활엽

수 목재 수요량을 모두 국내에서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재진흥종합

계획을 따를 경우 침엽수와 활엽수 목재 수요량을 모두 국내에서 충족할 수는 없

으나, 예측된 국내재 수요량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시나리오에서 

따라 목재를 생산할 경우 정부의 자급률 목표인 37%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상태를 유지할 경우 2050년경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재 필요 침엽수의 경우 수요량 전망치의 절반 정도만 공급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활엽수의 국내재 수요량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활엽수는 칩 등 주로 등급 외 용재로 이용된다. 침엽수 공급 부족은 제재목 생

산 증가를 추구하는 정부정책과 부합하지 못할 수 있으며, 고급 용재 생산 등 산주

들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방향과도 부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5-2 목재(용재) 수요량 및 시나리오별 목재 공급 가능량(2050년)  

단위: 천 ㎥

시나리오
합계 국산재 수입재

침엽수 활엽수 침엽수 활엽수 침엽수 활엽수

공급
가능량

목재수요량 11,355 2,880 2,295 745 9,060 2,135

현상태 유지 1,371 953 1,371 953 - -

목재진흥계획 5,875 4,092 5,875 4,092 - -

최적화
13,589.5

~14,184.4
8,235.7

13,589.5
~14,184.4

8,235.7 -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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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유림 효용 변화 비교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통하여 벌채 시기와 벌채량을 결정하

며, 제약조건은 산주의 소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총 소비의 합은 산림을 비롯한 자

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총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식 4-8을 통해 설명하였다.

벌채량을 도출하고, 산주의 소비량을 구한 후 목적의 효용함수에 u(·)를 대입하

면, 산주의 효용을 도출 할 수 있다.  u(·)는 완전 볼록(strictly concave)하며 소비에 

대한 효용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Uusivuori and Kuuluvainen(2005)에 따라 u(·)가 

로그 형태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도출한 각 벌채계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주들의 

효용은 <표 5-3>과 같다. 

표 5-3 시나리오별 사유림 효용 

단위: 백만 원

침엽수  활엽수  

소비량(ct) 효용변화율 소비량(ct) 효용변화율

현상태 유지 1,369,744 - 791,350 -

목재진흥계획 6,542,942 +11% 2,571,772 +9%

최적화 12,001,307 +15% 4,399,187 +13%

자료: 저자 작성.

산주들의 효용수준은 최적화, 목재진흥종합계획, 현상태 유지 시나리오 순으로 

높은 것이 나타났으며, 모든 벌채계획에서 침엽수림에서 얻는 효용이 활엽수림에

서 얻는 효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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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표달성 지표    

현상태 유지에서 목재공급계획 및 최적화 벌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투입 인력과 소요예산을 도출하였다.61) 추가 벌채량은 현상태 유지 시나리오에서 

목재진흥종합계획과 최적화 벌채 시나리오에 도달하기 위해 추가로 시행해야하

는 벌채량을 의미한다. 추가 벌채를 수행하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며, 추가 벌

채량 만큼을 재조림하기 위해서도 추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다. 최적화 벌채량

을 수행할 경우 2020년까지는 연간 약 5만 명 정도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며, 목재

진흥종합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5천 명 정도의 추가 인력이 필요

하다. 2041년 이후 요구되는 연간 추가 인력은 최적화 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4만 

9천여 명, 목재진흥종합계획 달성을 위해 2만 1천여 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표 5-4> 참조).

추가 인력을 고용함에 따라 필요 예산 소요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벌채부

분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예산은 2020년까지는 목재진흥종합계획 목표의 경우 연

간 190억 원, 최적화 목표의 경우 13,261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2020년부

터 2030년까지 목재진흥종합계획 목표를 위한 연간 추가 예산은 1,927억 원으로 

증가하게 하고, 2040년 이후에는 5,184 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

적화 목표의 경우는 2020년 이후에도 같은 수준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61) 산림정책연구센터 내부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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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목표 도달을 위한 투입 산출 추산결과(연간 평균치)   

구분 ~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1.산출부분 

현상태 유지: 천 ㎥, (천 ha)  2,324(13) 2,324(13) 2,324(13) 2,324(13)

목재공급계획 (목표1)  2,593(16) 5,157(33) 7,552(48) 9,948(63)

최적화 벌채 (목표2) 21,826(95) 21,826(95) 21,826(95) 21,826(95)

추가벌채량: 천 ㎥, (천 ha) 

목재공급계획 (목표1)  269(3) 2.833(20) 5,228(35) 7,624(50)

최적화 벌채 (목표2) 19,502(82) 19,502(82) 19,502(82) 19,502(82)

2. 투입부분 : 벌채 

필요 직접인력(명)62): 목표1(목표2) 558(39,004) 5,666(39,004) 10,456(39,004) 15,248(39,004)

필요 전문인력(명)63): 목표1(목표2) 56(3,900) 567(3,900) 1,046(3,900) 1,525(3,900)

계(명): 목표1(목표2)  614(42,904) 6,233(42,904) 11,502(42,904) 16,773(42,904)

소요예산(억 원): 목표164)(목표2) 190(13,261) 1,927(13,261) 3,555(13,261) 5,184(13,261)

조림  

소요예산(억 원): 목표165) (목표2) 200(5,457) 1,331(5,457) 2,329(5,457) 3,327(5,457)

필요인력(명): 목표166) (목표2) 250(6,821) 1,664(6,821) 2,911(6,821) 4,159(6,821)

임도건설(2030년까지 완료) 

계획량(km)67) 812 812 - -

목표량(km)68) 1,908 1,908 - -

소요예산(억 원) 2,884 2,884 - -

투입인력(명)69) 4,210 4,210 - -

총 필요인력 

목표1 5,074 12,107 14,413 20,932

목표2 53,935 53,935 49,725 49,725

자료: 저자 작성. 

62) 추가 벌채량에 500㎥/인.연도 로 나누어 산출(마상규·이강오 2017).

63) 필요 직접인력에 0.1을 곱하여 산출(마상규·이강오 2017).

64) 직접인력×3천만/년, 전문인력×4천만/년.

65) 추가 물량중 면적당 평균 조림비용(7,394천 원/ha)과 국가보조 90% 적용.

66) 조림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 37.5%와 1인당 연 급여 3천만 원 적용.

67) 산림청 임도계획시설 물량. 

68) 산림청의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산림경영을 위한 적정임도밀도(14m/ha)를 달성하기 위한 연

도별 물량.

69) 임도시설단가(1.54억 원/km)를 적용하여 예산을 도출하고, 소요예산에 취업유발계수(0.0146)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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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관리 효율화 방향

2.1. 기본 방향 

산림자원 순환경제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자원순환을 위한 목재생

산이다. 70년대 이후 산림 보호 정책으로 무분별한 벌목을 줄이기 위해 국내 벌채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되었고, 목재는 농산물보다 먼저 시장을 개방하였다. 이로 

인해 목재 및 목제품 산업은 주로 수입원목 및 수입 완제품 위주로 성장하였으며, 

국산재는 펄프, 파티클보드 등 저급용재로 이용되고 있다. 용재 생산액이 임업 생

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밤 등 수실류의 생산액보다 낮은 실정이다. 산

림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산림이 성숙하여 목재 생산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국내에

서는 산에 나무를 심어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었다. 조림·육림·벌채 

·이용·재조림의 순환구조에서 벌채 부분의 정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본격적인 목재 생산기가 시작됨에 따라 목재 생산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진, 

산림구조 개선, 수종 갱신 등 자원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벌채·조림·육림·재조림 등 관리 부문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산림관리가 산주

들의 소득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은 벌채량을 최

적화 수준으로 증가시켜 소득 증진과 지속적인 자원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

적 시야를 가지고 산림사업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산주들이 목재 생산에 대한 의지가 낮아 적절한 벌채가 시행되지 못하

며, 국민들의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벌채량을 최적화 수준으로 증가시키

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목재 생산을 위한 인공림의 비

중이 낮고, 선도산림단지, 경제림단지 등도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 문제

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제림 단지의 경우 산림을 소유한 산주가 해당 시군에 

살지 않거나 소유주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시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

하고 있다. 벌채량을 최적화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용 인력 증가 등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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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이 현재보다 큰 수준으로 증대되어야 함을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이 높지 않은 속성수의 비율이 높음에 따라 투입비용을 단순히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기본 방향에 따른 주요 전략을 다음

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벌채량 확대이다. 최적화 

벌채량에 가까워지도록 장기 벌채 목표를 설정하고, 확장된 벌채량에 맞추어 조

림, 숲가꾸기, 임도 건설 등 산림관리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다음으

로는 산림관리 사업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현재 지정된 경제림 단지, 선도산림경

영단지 등의 수립 목표를 목재 생산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후 목재 생산에 최

적화 되도록 수종을 단순화하고, 집약화 시업을 수행하며 효율을 높여야 한다. 선

도산림경영단지의 중 대표 단지를 설정하여 목재 생산에 집약화된 전문 경영모델

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약화 시업, 임도건설, 기계화 등을 통해 시

업비용 절감과 시업량 확대 등 산림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국산목재의 가격 경쟁력

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2. 주요 과제

가. 벌채량 확대 

□ 벌채, 조림, 숲가꾸기 등에 대한 장기 계획수립  

향후 자원량을 예측하기 위해 국가 벌채계획, 숲가꾸기, 조림계획에 대한 청사

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자급률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더하

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벌채, 조림, 숲가꾸기에 대한 장기 계획을 산림기

본계획 등에 명시하여 전반적인 국가사업의 목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국가 장기 계획이 제시된다면 산주 및 사업체 등이 경영계획 및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자들도 향후 정책파급 효과 등을 분석하는 기

준을 획득할 수 있다. 장기 시업 계획은 또한 임도 등 산림 인프라 수립의 기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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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되므로 기반 시설 구축과  추가 인원 고용 등 정부 예산을 장기적 안목으로 수

립하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 벌채량 확대를 통한 국산재 이용 제고 

효율적 벌채는 산림의 최적화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이며, 산림정책의 기본 가

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림순환경제의 기반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

어야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 수행되는 수확벌채량은 최적

화 수준이 아니며, 산림청이 계획하는 목재자급률 달성목표에 도달하기에도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간 

수확벌채량이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하여야 한다. 이는 2017년 농촌경제연

구원과 예일대학이 동시 수행한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적화 벌채

량은 가이드라인의 역할이므로 이것을 무조건 따르기 보다는 예산 등 현실에 맞추

어 시업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벌채수준이 최적화 이하일 경우 벌채를 증가

시킬수록 산주의 효용이 증가하고, 최적화 이상일 경우 오히려 효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벌채량 증진으로 공급 과잉이 발생할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용도로 목재가 이용된다면 총수요가 크게 증가할 요인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그동안 국산 원목을 적극 활용하지 못했던 이유로 지속적인 공급이 어

려웠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사업체의 경우 제품을 생산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

해서는 일정한 물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산 원목을 사용하

는 지방 제제소의 경우 벌채량이 적은 하절기가 되면 원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나무신문 2017. 12. 26.).  또한 바이오 에너지 업계 등도 국산재 

물량 확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70)  벌채량이 증가한다면 공급물량 

확보에 대한 우려로 국산재 활용을 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 

2017년부터 실시된 합법벌채교역 촉진제도, 원목생산국의 환경보호 정책 등으

70) 산림정책토론회 회의자료(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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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목수입이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가 감지되므로, 증가된 국산 목재생산량으로 

수입목재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예상된다. 현재도 원목수입이 점점 어

려워지면서 지방 제재소 등을 중심으로 국내산 원목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나무신문 2017. 12. 26.). 

□ 합법 벌채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불균형한 영급구조를 개선하고 국산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벌채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산림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으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벌채는 산림훼손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산림 보존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

로 보인다. 산림청이 2015년 조사한 산림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보고에 따르면 산

지를 이용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전문가는 휴식 휴양(52%) 다음으로 목재 

생산(21%)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일반인은 휴식·휴양(46%) 다음으로 

산림 및 산지개발 억제(31%)로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목재생산은 11.7%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산림 및 산지개발 억제로 응답한 비율인 14%의 

두 배 정도 되는 수치이다. 실제로 현장 면담 결과 벌기령에 도달한 나무를 적법적

인 절차에 따라 벌채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합법적인 벌채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970년

대 치산녹화 정책 이전까지는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이 크지 않았으며, 땔감 

등을 위해 산의 나무를 이용하는 일은 일반적이었다.  산림 보호 인식이 증가한데

는 석유 연료 등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산림보호 

캠페인이 큰 역할을 하였다. 국민인식 변화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

다. 불법 벌채 및 불법 산지전용은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하지만, 합법적인 벌채의 

중요성 및 효과 등을 홍보하여 단순한 보호를 넘어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인식

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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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 후 경제림 중심 수종 단순화 

현재 국내 산림은 목재 가치가 높지 않은 소나무림의 비율이 높다. 소나무림은 

목재가치가 낮으며, 재선충 등 병해충에 취약하다. 또한 향후 기후변화에 적응이 

어렵다. 일본에서는 이미 소나무림의 40%가 도태된 상태이며, 재선충 등의 이유로 

소나무 식재를 지양하고 있다(안현진 외 2018). 산림청은 경제림 조성을 위한 수종

갱신 단지를 2021년까지 현재의 24만 ha에서 30만 ha 수준으로 높이는 계획을 수

립하였다(나무신문 2017. 12. 26.). 그러나 벌채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수종갱신도 

어려울 것이다. 경제림의 경우 경영목적을 목재생산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경

제림 중심으로 소나무림의 벌채량을 늘리고, 경제수종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인공림은 목재생산에 용이하도록 편백, 삼나무, 낙엽송으로 수종을 단순화하

였다. 우리나라도 향후 기후변화에 적합한 경제 수종을 개발하되, 경제림의 경우 

그 수를 단순화하고 소나무의 식재는 지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림의 수종

이 단순화되지 않으면 임목의 성숙기가 일정하지 않고 벌기령이 다르기 때문에 숲

가꾸기, 벌채 시업을 규모화로 추진하기 어려워 시업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집중 조림수종이 장기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일괄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종자개량과 육성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책 변화에 

자주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집중조림수종은 산림정책의 영향

을 많이 받아 왔다. 치산녹화기에 10개에서 이후 78개로 확대되었고, 5차 계획부

터 현재까지는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 전략을 취하여 7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 환경, 경제·사회적 필요 등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림수종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우수한 산림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의 숫자를 늘려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채종원의 면적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국가 조림용 종자 

중 채종원 종자는 34%에 불과하다. 우수한 종자는 국가 산림의 질과 직결되므로 

채종원산 종자를 확보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채종원 보유 

종자의 개수는 30여 종으로 많은 편이지만 개별 종자의 물량은 부족한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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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보유 종자의 개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식재에 도움이 되도록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나. 산림관리 전문화  

□ 산림시업 플래너 제도 도입   

현재 법률상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동의가 없으면 벌채가 불가능하다. 산림관

리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산주들의 협조가 없다면 정책 실현이 어

렵다. 현재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무관심으로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

을 포기한 산주들이 많다. 산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하

고 있는 산림시업 플래너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산림시업 플래너의 업무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업 제안서를 작성

하고 산주들을 설득하여 산림 사업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산림조합

과 연계하여 사업 제안서 제안 및 산주 설득, 이후의 시업까지 일괄적으로 이행되

는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

다. 또한 국내 대학의 산림관련 학과, 직업 연수 등을 통해  관련 인재를 육성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신규 산림 전문직을 창출하고 청년층의 산림

분야 유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전문 경영인 육성  

전문 경영인에 대한 대리경영이 활성화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산주는 직접 

산림을 경영하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 비

해 산림의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산주

들이 전문 경영보다는 방치된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의지의 부분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일본의 산주들은 전문적 검토를 통해 수익성이 낮다고 인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산주들은 전문적인 산림경영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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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산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에 의한 관리가 지금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부재 산주에 대하여서는 산림조합 등을 통해 대리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 산림 경영인의 역할이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는 등 전문성과 신뢰가 확보된다면 일반 산주들도 점차적으로 대리경영을 통해 

위탁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산림시업 플래너 등과 연계

하여 역할이 세분화되고, 다양한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대리 경영인이 자산 관리사

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전문 산림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도산림경영단지 23개소, 경제림 단지 등에서 목재에 집

중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며 기존 산림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에서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중 시범 경영단지를 지정

하여 완전히 전문 경영인들에게 위탁하여 모범적인 목재 경영 모델을 만드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 산림사업 효율성 증진 

□ 시업의 집약화를 통한 보조금 효율성 제고  

일본의 산림관리 효율화 정책의 중심에는 시업의 집약화가 있다. 지형과 소유

구조로 인해 북미나 유럽과 같이 대규모 산림 경영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가 어려

운 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업의 집약화를 통해 임도를 효율적으로 배치

할 수 있으며, 임업기계 사용이 용이하고 목재의 대량공급으로 산주들의 가격협

상력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산주가 많고, 숲이 주로 산지에 분포해 있는 우리나라도 시업의 집약화

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산림관리의 경우 벌채, 조림 

등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시업의 집약화가 이루어진다면 소요되는 보조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목재의 대량 생산으로 공장과 제재소 등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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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도 확장 및 기계화를 통한 비용감소 

국내 임목수확구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벌채비용이다. 향후 최적화 

수준의 벌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국

산 목재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벌채비용이 낮아져야 한

다. 이를 위해 임도를 늘리고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기계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임도와 기계화는 동남아 등 임지가 평지이고 인건비가 저렴하여 생산비가 낮은 국

가에 대해 국산 목재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다(나

무신문 2017. 12. 26.).

임도는 특히 중요한 기반시설이며, 산림경영을 위한 적정 임도 밀도를 달성하

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의 경

우 산림정책의 최우선을 임도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스트리아의 경우처

럼 임도개설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산림경영기반에 적합한 임도 밀도인 

14m/ha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목재생산

을 위한 적정 임도밀도인 26m/ha까지 증가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오스트

리아의 경우는 임도밀도가 ha당 45m를 넘는다. 

일본의 경우는 고성능 임업기계 도입비율을 높이기 위해 집약화 시업을 통한 

규모화와 더불어 고성능 임업기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정책이 수행되었다. 그러

나 고성능 임업기계는 구입 및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한 시업량이 달

성되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시업량을 높이고 임도를 건설하여 기계화 임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국내 지형에 적합한 고성능 임업기계 도입 및 

기계화에 적합한 벌채 방식을 개발 또는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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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의 명확화 

□ 산림소유정보 명확화를 위한 지불제 실시 

우리 정부도 산림사업 효율성 증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

인다. 규모의 시업을 행할 수 있는 선도산림단지를 지정하고, 2016년 재편된  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 육성단지는 전체 사유림의 41%를 차지하는 등(126개 시군

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많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

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넘어야 하는 문제점이 많다. 예를 들어 경제림 단지의 경

우 전체 사유림의 41%에 육박하지만 산림을 소유한 산주가 해당 시군에 살지 않

거나 소유가 불명확한  비율이 약 60%로 나타나고, 소재 산주도 산림 경영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산림의 소유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면, 실질적인 시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결국 방치되게 된다. 산림의 소유 정보를 명확히 하여 경제림 단

지를 지정할 시 지역 소재 산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시업의 집약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산림소유 정보를 명확히 하는

데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부터 신규 산림소유자는 시정촌장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수기로 작성된 임지 대장을 전산화하고 해

당 정보를 각 시정촌 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재 산주 등에 대한 정

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 소유 산지 등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실시하

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림소유정보를 명확화하고 해당 정보가 각 지자체 간 공유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다수

가 이해 당사자들 간 정보의 불명확성 때문이며, 소유권이 명확할 경우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코우즈의 정리(Coase’s theorem)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재 산주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의 과거 정보가 명확히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존재

할 것이며 전쟁 등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재 산주들

이 스스로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불제와 산림소유

정보, 산림경영계획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림사업비용을 포

함한 환경지불금을 산림소유정보를 등록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제출한 산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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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산림환경지불금 제도를 수립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부재 산주들을 불러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재 산주들의 산림경영계획, 대리

경영 등을  도울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 산림경영의 가업승계제도 적용  

또한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업승계제도를 2세대 이상 산주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여 산림경영이 세대에 거쳐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젊은 산주들의 산림경영 참여 독려와 세대에 거친 산림경영의 맥을 잇기 

위해 산림상속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젊은 산

주들이 수익이 나지 않은 산림에 대한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방치하

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재 산주의 경우도 이러한 2세대 이상의 산주

들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산림경영을 가업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등에 대

한 부담을 덜어주고, 직접 산림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대리 경영 등을 통해 소유산

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원량에 대한 정보 고도화 

장기적 벌채계획, 숲가꾸기 계획 등 정책과 산업기반을 수립하기 위해 자원 정

보량을 고도화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이다. 향후 데이터에 기반

한 정책, 관련 연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자원량에 대한 정보가 고도

화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 등이 명확히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예를 들어 국내 입목량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전체 입목량에 대한 대략적인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기업체 등은 용도별 입목량 등 세부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세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정보처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데이터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또한 병해충 피해목 데이터가 입목량 데이터에 적절히 반영되는 등 실질적으

로 쓰일 수 있는 입목량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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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시장규모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산업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

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현재 측정한 임업 총 생산액은 8조 9천억 원으로 일본의 임

업생산액 5조 원을 능가하고 있다. 국내 임업생산액이 높게 측정된 이유는 임업 

생산액에 토석류가 포함되고, 목재생산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순임목생장량을 이

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직 생산되지 않는 입목을 생산액에 포함한다면 생

산액이 과도 추정될 우려가 있다. 추정을 위해 순임목생장량 대신 용재 생산액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토석류는 분류상 ‘기타’에 속하나, 그 생산규모

가 3조 원 이상으로 전체 임업생산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데이터만을 두고 본

다면 현재 한국 임업을 주도하는 것은 석재산업이다. 국내법상 토석류는 임산물

로 분류되므로, 임업생산액에 포함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상

적으로 임업정책에서 크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목재, 임산물 등이므로 이들을 합

산한 생산액 통계를 따로 집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임업생산액에 포함되

는 항목은 목재, 버섯류, 기타(옻 등) 등 세 가지이다.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량 분석 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통계의 정확도가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 특히 임업통계연보, 임목생장량 등 기초 통계는 매우 중

요하므로 조사하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를 수행하면서 임업통계연보의 수종별 축적 현황이 현실적이지 못하여 모서리 해 

(corner solution)가 도출되는 등 통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활엽수의 경

우 자원분포 통계와 임분 수확표의 수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많이 

분포하는 수종에 대한 수확표 조사가 필요하며, 대상임지도 국유림, 사유림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목재가격 및 비용(조림, 벌채)은 최적 벌채계획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표적 수종의 임목가격 및 비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다양한 분석

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목재 등급을 포함한 영급별 입목가격을 조사하

고, 이것이 시장가격과 실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급 데이터

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영급 데이터의 세분화는 정책의 섬세함과 연결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영급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6개의 영급으로 구분하지만, 일본의 경우

는 영급을 5년 단위로 세분화하고 19개 이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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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자원이

자 생태자원이지만, 보존에 비해 자원의 개념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정부는 산림 분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의 조성·육성·생산·가공·

유통·이용의 전 과정이 단절 없이 순환되는 시스템을 통한 산림비즈니스 성장모

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에 따라 그동안 보존에 치중했던 

산림 정책에서 벗어나 산림자원의 생산·이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

출하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과거에 식재된 나무가 성숙하여 목재 생산기가 다

가왔으나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었기 때문에 산

림자원 순환경제의 핵심은 자원순환을 위한 목재 생산 및 이용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불균형한 영급구조(age class)와 낮은 경제성 및 목재 자급률 등 국내 산

림자원의 순환체계를 저해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현재 국내 목재 자급률은 15% 

내외로 낮은 편이고, 주로 경제성이 낮은 저급용재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는 제한적인 벌채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산림관리 기반을 위한 과감한 투자

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조건을 산림의 공급부분을 중

심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적화 산림관리 방향을 정량분석을 통해 도출하

였다. 산림관리의 두 가지 현안은 목재생산을 위한 최적화 관리전략과 목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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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산림탄소 흡수 등 환경적 가치를 결합하는 것이다(Mendelsohn et al. 

2017). 본 연구는 최적화 모델을 통해 산림 이산화탄소흡수를 고려한 벌채계획을 

제시하고, 최적화 벌채 계획을 통해 잠재적 자원의 동태적 공급가능 수준 변화를 예

측하였다. 또한 현상태를 유지하였을 때와 비교한 영급구조, 목재 자급률 변화, 산

림관리 사업 변화에 따른 고용 인원 변화 등 목표달성 지표를 도출한다. 최적화 달성

을 저해하는 현실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산림

자원 순환경제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일본의 자원순환이용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연구 범위와 주요 연구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먼저 연구에서 의미하는 산림순환경제의 조작적 정의

를 밝혔으며, 국내 산림정책 방향의 변화 및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주요 정책을 살

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산림자원 순환경제와 유사한 일본의 자원순환이용 정책

을 살펴보고 국내 적용 가능 사례 등을 모색하였다. SWOT 분석을 통해 국내 산림

자원관리 분야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본 결과 자원순환경제의 성공을 위해

서는 그동안 녹화 등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던 것을 ‘오래갈 자원 생산을 위한 장기

적 계획수립’, ‘효율성 확보’ 등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화가 필요하며, 특

히 생산비용을 낮추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관리부문 효율화가 달

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 벌채량을 증가시키고, 산림시업비용을 

낮추는 방향이 필요하다. 효율적 벌채는 또한 산림의 최적 구조 달성을 위한 주요 

관리 수단이다. 효율적 벌채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서비스 공급을 위한 최적 영

급구조에 도달할 수 있으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갱신도 가능하다.

제3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산림관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

본의 산림산업 기반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

국의 경우 일본의 성공 정책을 단순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닌 관리 기반을 마련하

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요 부분을 요약하자면 한국의 

경우 녹화를 목적으로 산림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목재가치가 낮은 속성수가 대부

분인 반면, 일본은 목재생산을 주목적으로 하여 목재가치가 높은 주요 수종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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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인공림을 집중 육성하였다. 임도밀도의 경우 한국은 기본산림관리에 필요

한 임도 밀도의 37.6%에 불과하며, 일본의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

책 등으로 임업기계·장비 보유현황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타워야더 등 고성능 임

업기계의 보급률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한일 양국 산주들의 

산림 경영의지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산주들이 산림경영에 더 적극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보다 한국이 가지는 강점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전

문가에게 산림을 맡기는 위탁경영 형태가 선호되는 반면 한국은 스스로 산림을 경

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경

영 제도가 한국에서는 아직 정착되기 전 단계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국내 목재 및 목제품 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목제품 수급 모형을 

이용하여 미래수요를 예측하고, 관리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예상되는 자원 공급량

을 도출하였다. 국내 목재 및 목제품은 주로 산업용재로 사용되며, 고부가가치 용

재 비율은 낮은 편이다. 총 목재 수급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국내재 

원목 이용률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목제품 수급모형을 활용하여 미래 목

재 수요 및 원목 수요량을 전망하였다. 목제품 생산을 위한 목재 수요량을 침엽수

와 활엽수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국내산 원목 수요량은 증가하나 수입산 원목 수

요량은 감소하여 목제품 생산을 위한 전체 원목 수요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되었다. 국내로 수입된 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 등을 원목으로 

환산한 결과 침엽수는 감소하나, 활엽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목

재 수요의 경우 제재용, 합판용, 펄프용의 침엽수 수요량은 감소하나, 보드용의 침

엽수와 펄프용 활엽수의 경우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산림자원량 변화를 살펴본 결과, 임상별 산림면적은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무

립목지, 죽림 순이었으며, 침엽수림은 감소 추세, 활엽수림과 죽림은 다소 증가 추

세에 있다. 임목축적량은 모든 임상과 소유형태에서 증가하였다. 현재 국내산림

의 최대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4영급이며, 그다음으로 3영급과 5영급이 비슷한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목재 및 목제품 공급실적은 2005년 이후 2,700만 ㎥ 

내외로 정체되어 있었으나, 임목축적의 증가, 국산 목재 사용 장려 정책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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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15~16%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최적 벌채 

계획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동태 관계식을 적용하여 시나리오

별 공급량 변화를 전망하였다. 기존 관리 시나리오(현상태 유지, 목재산업 진흥종

합계획)에는 영급코호트 모형을, 산림탄소흡수와 목재가치를 고려한 최적화 산림

관리 시나리오에는 다영급 산림을 고려한 효용 극대화 문제를 적용하였다. 

현상태 유지 시나리오에서는 현재의 벌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매년 총 2,922천  

㎥의 목재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다. 침엽수 목재 공급량은 1,700천 

㎥이며, 활엽수 공급량은 1,222천 ㎥, 침엽수 국유림 공급량은 56천 ㎥, 침엽수 사

유림 공급량은 1,644천 ㎥이다. 향후 영급구조를 살펴보면 현재에 비해 어린 영급

들의 면적이 감소하고 6영급 이상의 면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면적 영급의 목

재 성장 여부에 의해 목재 공급량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목재산업 진흥종합계획 시나리오에서는 원래 2016년까지 적용되도록 수립된 

목재산업 진흥종합계획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벌채 

면적은 침엽수 국유림 7.85천 ha, 침엽수 공·사유림 37.36천 ha, 활엽수 국유림 

11.12천 ha, 활엽수 공·사유림 33.15천 ha로 계산되었다. 벌채 총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화 관리 시나리오에서는 나지에 대한 벌채 시기를 먼저 도출한 후 산림의 

가치를 추정하여 최적화 벌채 시기와 벌채 수익을 도출하였다. 침엽수 사유림의 

경우 목재 수익과 탄소 수익을 모두 고려하여 벌채할 경우 4영급이 최적 벌채 시기

이며, 1,732천 ha의 침엽수 사유림 나지의 가치는 총 392십억 원(단위 면적당 

226.3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된 연간 소비액과 벌채액을 활용하여 벌채량

을 추정한 결과, 6영급 침엽수를 우선적으로 벌채할 경우 10년간 벌채량은 115.2

백만 ㎥이며, 4·5·6영급을 벌채할 경우 벌채량은 약 102.8백만 ㎥인 것으로 나타났

다. 같은 방법으로 침엽수 국유림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 침엽수 국유림의 벌채 시

기는 6영급이며, 최대 벌채 가능 면적은 처음 10년간 86천 ha, 벌채량은 26,920.2

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벌채 면적을 전체 면적의 1/6 이하로 제한할 경우 벌채 

가능량은 20,677천~34,665.9천 ㎥일 것으로 예상된다. 활엽수의 경우 침엽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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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법을 활용한 결과 사유림, 국유림 모두 6영급이 최적 벌채 시기인 것으

로 나타났다. 활엽수 사유림의 경우 벌채 면적은 6영급 288천 ha, 5영급 374천 ha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급간 면적은 균형을 이루다가 이후 6영급이 가장 넓고 

1~5영급 면적은 동일한 형태를 띠게 된다.  활엽수 국유림의 경우 6영급의 최대 벌

채 면적은 처음 10년간 162천 ha, 벌채량은 32,821천 ㎥이나 벌채 면적을 전체 면

적의 1/6로 제한할 경우 벌채가능량은 30,602천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에서는 각 관리 시나리오 목표 달성 지표를 분석하고,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을 위한 관리효율화 방향을 도출하였다. 각 관리 시나리오에 따른 연간 목재

공급량을 정리하면 최적화 시나리오,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 현상태 유지 순으로 

크게 나타나며, 2080년 이후는 목재공급계획 벌채량과 최적화 벌채량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 자급률을 살펴보면 최적화 시나리오의 경우 생

산된 국내 목재가 모두 용재로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침엽수와 활엽수 목재 수요량

을 모두 국내에서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 시나

리오의 경우 침엽수와 활엽수 목재 수요량을 모두 국내에서 충족할 수는 없으나, 

예측된 국내재 수요량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상태를 유지

할 경우 2050년경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주들의 효용수준은 최

적화 벌채,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 현상태 유지 순으로 높은 것이 나타났으며, 모

든 벌채계획에서 침엽수림에서 얻는 효용이 활엽수림에서 얻는 효용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최적화 관리 시나리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벌채를 위해 

현재보다 많은 양의 고용 인력이 필요하며, 조림 및 임도 건설을 위해서도 추가 인

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년 5만 명 정도의 추가 고용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자원순환을 위한 목

재생산이다. 본격적인 목재 생산기가 시작됨에 따라 목재 생산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진, 산림구조 개선, 수종 갱신 등 자원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벌채·조림·육림·재조림 등 관리 부문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산림관리가 산주들의 소득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국내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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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 목표 설정이다. 둘째 산림경

영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임도건설, 기계화를 통해 시업비용을 절감하여 국

산목재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벌

채, 조림, 숲가꾸기 등에 대한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향후 자원량을 예측

하기 위해 국가 벌채계획, 숲가꾸기, 조림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

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자급률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더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수단인 벌채, 조림, 숲가꾸기에 대한 장기 계획을 산림기본계획 등에 명시하여 

전반적인 국가사업의 목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 수행되는 수확벌채량은 최적화 수준이 아니며, 

산림청이 계획하는 목재자급률 달성목표에 도달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간 수확벌채량은 지

금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하여야 한다. 벌채량 증진으로 공급 과잉이 발생할 우려

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산 원목을 적극 활용하지 못했던 이유로 지속

적인 공급이 어려웠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벌채량이 증가한다면 공급물량 확보

에 대한 우려로 국산재 활용을 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해외 

원목 수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방 제재소 등을 중심으로 국내산 원목을 사용하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으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벌채는 산림훼손이

라는 인식이 있으며, 산림 보존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합법적인 

벌채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산림 보호 인식이 증가한 데

는 석유 연료 등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산림보호 

캠페인이 큰 역할을 하였다. 국민인식 변화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

다. 합법적인 벌채의 중요성 및 효과 등을 홍보하여, 단순한 보호를 넘어 지속가능

한 관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림관리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산주들의 협조가 없다면 정책 

실현이 어렵다. 산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

림시업 플래너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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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림조합과 연계하여 사업 제안서 제안 및 산주 설득, 이후의 시업까지 일괄적

으로 이행되는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도

록 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 산림은 목재 가치가 높지 않고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취약한 소나무

림의 비율이 높다. 경제림 중심으로 소나무림의 벌채량을 높이고, 경제수종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인공림은 목재생산에 용이하도록 편백, 삼나무, 낙엽

송으로 수종을 단순화하였다. 우리나라도 향후 기후변화에 적합한 경제 수종을 

개발하되, 경제림의 경우 그 수를 단순화하고, 소나무의 식재는 지양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집중 조림수종이 장기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일괄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하다. 향후 기후변화, 환경, 경제·사회적 필요 등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림

수종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우수한 산림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의 숫

자를 증가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산림관리 효율화 정책의 중심에는 시업의 집약화가 있다. 시업의 집약

화를 통해 임도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임업기계 사용이 용이하고 목재

의 대량공급으로 산주들의 가격 협상력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산주가 많고, 숲이 주로 산지에 분포해 있는 우리나라도 시업의 집약

화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재편된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육성단지는 전체 사유림의 41%를 차

지하는 등(126개 시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많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산림을 소유한 산주가 해당 시군에 살지 않는 비율이 약 60%로 나타나고, 소재 산

주도 산림 경영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우는 시업의 집약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산림소유 정보를 명확히 하는 데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림소유정보를 명확화하고 해당 정보가 각 지자체 간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재 산주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부재 산주들이 스스로 나타나도록 유

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불제와 산림소유정보, 산림경영계획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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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림사업비용을 포함한 환경지불금을 산림소

유정보를 등록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제출한 산주들에 한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산

림환경지불금 제도를 수립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부재 산주들을 불러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업승계제도를 2세대 이상 산주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여 산림경영이 세대에 거쳐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젊은 산주들의 산림경영 참여 독려와 세대에 거친 산림경영의 맥을 잇기 

위해 산림상속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 경영인에 대한 대리 경영이 활성화된 일본에 비해 국내 산주의 경우는 직

접 산림을 경영하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에 의한 관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

한 산림시업 플래너 등과 연계하여 역할이 세분화되고, 다양한 수익모델을 개발

하여 대리 경영이 자산 관리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되어야 한다. 정

부에서는 전문 산림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중 시범 경영단지를 지정하여 완전히 전문 경영인들

에게 위탁하여 모범적인 목재 경영 모델을 만드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국내 임목수확구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벌채비용이다. 벌채량을 높

이고, 국산 목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벌채비용이 낮아져야 한다. 벌

채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임도를 늘리고 이에 맞는 기계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

다. 단기적으로는 시업량을 높이고 임도를 건설하여 기계화 임업을 수행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국내 지형에 적합한 고성

능 임업기계 도입 및 기계화에 적합한 벌채 방식을 개발 또는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임도는 특히 중요한 기반시설이며, 산림경영을 위한 적정 임도 밀도를 달성하

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경영기반에 적합한 임도 

밀도인 14m/ha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목

재생산을 위한 적정 임도밀도인 26m/ha까지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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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맞는 임업기계를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민간기업 등의 

투자와 시장진입을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량분석 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통계의 정확도가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 특히 임업통계연보, 임목생장량 등 기초 통계는 매우 중

요하므로 조사되는 횟수가 줄어들더라도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많이 

분포하는 수종에 대한 수확표 조사가 필요하며, 대상임지도 국유림, 사유림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목재가격 및 비용(조림, 벌채)은 최적 벌채계획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표적 수종의 임목가격 및 비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다양한 분석

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목재 등급을 포함한 영급별 입목가격을 조사하

고, 이를 시장가격과 실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급 데이터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영급 데이터의 세분화는 정책의 섬세함과 연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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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간  에 각 수령별 산림 면적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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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부록 1

시업기간에 따른 산림면적 및 재적 변화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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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각 수령별 재적을 나타내는 벡터 Q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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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목

LOG(QCSD)  = (7.682338462  + 1.363074138  * LOG(PCSDP  / gdpdf1  * 100)  

- 1.215136219  * LOG(pclp1  / gdpdf1  * 100)  - 1.114107337  * LOG(PCSM  / 

gdpdf1  * 100))  + [AR(1)  = 0.3189853303]

LOG(QCSM)  = 8.815821926  + 0.2050224181  * LOG(PCSM  / gdpdf1  * 100)  

- 0.335565691  * LOG(plim1(-1)  / gdpdf1(-1)  * 100)  - 0.8442315756  * DUM98  

+ [AR(1)  = 0.1951761708]

LOG(QCSIM)  =  - 12.78958082  - 0.5061430491  * LOG(pcsim1  * exch1  / 

gdpdf1  * 100)  + 1.842836954  * LOG(cont2  / gdpdf1  * 100)  + 0.8349494087  * 

LOG(PCSM  / gdpdf1  * 100)  + [AR(1)  = 0.05626096484]

QSD  = QCSD  + QCSM  + QCSIM

LOG(PCSDL  / gdpdf1  * 100)  = (9.010931609  - LOG(QSD)  + 0.2939938862  

* LOG(cont2  / gdpdf1  * 100)  - 0.5525558317  * DUM98)  / 0.3211790278  + 

[AR(1)  = 0.4850752629]

LOG(PCSDP  / gdpdf1  * 100)  = 5.636589657  + 0.5745935523  * 

LOG(PCSDL  / gdpdf1  * 100)  + [AR(1)  = 0.6541792228]

LOG(PCSM  / gdpdf1  * 100)  = 1.098232122  + 0.3042842067  * LOG(PCSDP  

/ gdpdf1  * 100)  + [AR(1)  = 0.6922869146]

부록 2

목제품 모형 추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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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판

LOG(QPS)  = 8.4141828  + 0.4511238207  * LOG(PP  / gdpdf1  * 100)  - 

0.8659466155  * LOG(pclima1  / gdpdf1  * 100)  + [AR(1)  = 0.4420257368]

LOG(QPIM)  = 12.92950156  - 1.332729274  * LOG(ppim1  * exch1  / gdpdf1  

* 100)  + 0.8828415043  * LOG(PP  / gdpdf1  * 100)  + 0.6244454787  * 

LOG(cont2  / gdpdf1  * 100)  - 0.3832772613  * DUM98  + [AR(1)  = 

0.7791494287]

LOG(PPCON  / gdpdf1  * 100)  = (4.290001594  - LOG(QPS  + QPIM)  + 

0.967420733  * LOG(cont2  / gdpdf1  * 100))  / 0.5919974689  + [AR(1)  = 

0.5773078322]

LOG(PP  / gdpdf1  * 100)  =  - 3.675081772  + 0.6372144711  * LOG(PPCON  

/ gdpdf1  * 100)  + [AR(1)  = 0.8026934785]

□  파티클보드

LOG(QBP)  =  - 1.758906819  + 0.57388765  * LOG(PB  / gdpdf1  * 100)  + 

0.7552089772  * LOG(qw1)  + 0.1014043188  * DUM97  + [AR(1)  = 

0.435625271]

LOG(QBIM)  = 8.191821808  - 1.49441572  * LOG(pbim1  * exch1  / gdpdf1  * 

100)  + 1.544144159  * log(pb  / gdpdf1  * 100)  + 0.7939806726  * LOG(cont2  / 

gdpdf1  * 100)  - 0.5606477686  * dum98

LOG(PBC20  / gdpdf1  * 100)  = (-LOG(QBP  + QBIM)  + 0.9434700856  * 

LOG(gdp1  / gdpdf1  * 100)  - 0.448207718  * DUM98)  / 0.443751224

LOG(PB  / gdpdf1  * 100)  =  - 6.304062607  + 0.8692626134  * LOG(PBC20  / 

gdpdf1  * 100)  + 0.07864673071  * DUM98  + [AR(1)  = 0.692590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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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판

LOG(QMS)  =  - 9.665334447  + 0.7110484802  * LOG(PM  / gdpdf1  * 100)  - 

0.3804611319  * LOG(plim1  / gdpdf1  * 100)  + 1.710433305  * LOG(qw1)  + 

0.2269417763  * DUM98  + 0.3096611846  * LOG(QMS(-1))

LOG(QMIM)  = 7.54166514  - 2.433816775  * LOG(pmim1  * exch1  / gdpdf1  

* 100)  + 2.768522447  * LOG(PM  / gdpdf1  * 100)  + 1.263008577  * LOG(cont2  

/ gdpdf1  * 100)  + 0.3544516145  * LOG(QMIM(-1))

LOG(PMC  / gdpdf1  * 100)  = (- LOG(QMS  + QMIM)  + 1.869672368  * 

LOG(gdp1  / gdpdf1  * 100)  - 0.5226521055  * DUM98)  / 1.41361914

LOG(PM  / gdpdf1  * 100)  = 1.526834738  + 0.2431419207  * LOG(PMC  / 

gdpdf1  * 100)  + [AR(1)  = 0.7413044224]

□ 화학펄프

LOG(QCH)  = 17.67992712  + 0.2193279263  * LOG(PCH(-1)  / gdpdf1(-1)  * 

100)  - 0.5045084504  * LOG(pimwchip1  * exch1  / gdpdf1  * 100)  + 

0.1268877089  * DUM97  + [AR(1)  =  - 0.5620725983]

LOG(QCHIMFIX)  = 9.1798064205  - 0.150874984204  * LOG(pchim1  * 

exch1  / gdpdf1  * 100)  + 0.550424028778  * LOG(gdp1  / gdpdf1  * 100)  + 

[AR(1)  = 0.573500995295  , AR(2)  = 0.0174745614368]

Qchdfix  = Qch  + Qchimfix  - qchex1

LOG(PCH  / gdpdf1  * 100)  = (8.15685887827  - LOG(QCHDFIX)  + 

0.54438793918  * LOG(gdp1  / gdpdf1  * 100))  / 0.15690915942  + [AR(1)  = 

0.637752433596  , AR(2)  =  - 0.00288647997288]



부 록 | 167

<부표 1> 목제품 원목 환산량 용도별 전망(국내재) 
단위: 천 ㎥

<부표 2> 목제품 원목 환산량 용도별 전망(수입재) 
단위: 천 ㎥

연도
제재용
침엽수

제재용
활엽수

펄프용
침엽수

펄프용
활엽수

보드용
침엽수

보드용
활엽수

2010 233 27 128 507 1,441 160 

2015 163 25 124 482 1,465 163 

2020 146 25 124 492 1,612 179 

2025 151 25 124 504 1,700 189 

2030 155 25 124 509 1,755 195 

2035 162 25 124 508 1,813 201 

2040 173 25 124 506 1,869 208 

2045 183 25 124 504 1,925 214 

2050 194 25 124 500 1,977 220 

2055 208 25 124 497 2,028 225 

2060 226 25 124 493 2,075 231 

연도
제재용
침엽수

제재용
활엽수

합판용
침엽수

펄프용
침엽수

펄프용
활엽수

보드용
침엽수

보드용
활엽수

2010 6,424 522 1,248 364 1,444 2,162 240 

2015 6,209 382 1,510 353 1,372 2,197 244 

2020 6,208 382 1,395 353 1,401 2,418 269 

2025 5,916 382 1,320 353 1,433 2,550 283 

2030 5,648 382 1,237 353 1,449 2,633 293 

2035 5,420 382 1,155 353 1,447 2,719 302 

2040 5,210 382 1,076 353 1,441 2,803 311 

2045 5,021 382 990 353 1,434 2,887 321 

2050 4,837 382 906 353 1,424 2,965 329 

2055 4,656 382 824 353 1,415 3,042 338 

2060 4,473 382 760 353 1,403 3,112 346 

부록 3

목제품 원목 환산량 용도별 전망
(국내재 및 수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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