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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서 4

차 산업혁명의 적용여부가 국가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임목재적은 ha당 146㎥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목재 

자급률은 16.2%에 불과하고, 임업 생산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타 산업에 미치지 

못하는 등 임업이 산업으로서 역량을 갖추기는 아직 부족하다. 이는 임업 생산성 

향상 및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비정형적인 산지와 다양한 형태의 숲을 다루는 특성으

로 생력화가 힘들고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임업분

야에서 생산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즉,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임업 부문에 적용하면 생산부문에서는 노동력 절감, 단수 증

가, 품질 향상, 병해충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임산물 유통

부문에서는 물류비 절감, 수급 안정, 안정적인 품질 관리 등의 효과가 예상되

고, 소비부문에서는 소비 트렌드 분석으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가능하여 소

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임업부문 적용 가능성 분석을 통해 스마트 

임업을 구현하고 안전한 산림자원 관리, 효율적인 산림 서비스 제공으로 임업의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목적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4차 산업 핵심 기술별 전문가

분들과 정책 담당자들께 감사드리고, 이 연구 결과가 임업을 선진화 시켜 국민

과 임업인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2017.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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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구의 필요성과 목

◦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정

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우리 사회에서 이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나 언론 등을 통해 홍보 및 교육이 추진

되고 있음. 

◦ 우리나라 산림 재적은 2015년 기준 146㎥/ha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

으나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종이 적고 임도시설, 기

계화 작업 등 산림 경영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임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임업부문에 적용한다면 생산부문에서 노동력 절

감, 단수 증가, 품질 향상, 병해충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 유통부문

에서는 물류비 절감, 수급 안정, 안정적인 품질 관리 등의 효과, 소비부문에

서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는 등 임업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연구의 목적은 해외 선진기술 대비 국내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임업부문 적용 가능성 분석을 통해 임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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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 명과 주요 기술의 임업분야 용 황

◦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사례로 현재 스마트 양묘 시스템이 있음. 스마트 양묘

는 시설양묘에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묘목의 최적 생육환경을 지원하는 시

스템으로 국내에서는 동부지방 산림청 연곡 양묘사업소에서 국내 최초로 

구축하였음. 시스템 구축으로 일반 노지양묘 대비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2배 

증가할 것이고, 노동력 절감에 따른 생산비용을 5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음. 해외기술의 대표적인 예로 캐나다 PRT 양묘장이 있

는데 전자동 환경제어온실로 묘목의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우량 묘목

을 연간 1억 8,000만 본 생산하고 있음.

◦ 로봇공학 기술 적용사례로 반경 5km 내에 있는 산불을 감지할 수 있는 산

림 감시 로봇인 인사이트 로보틱스, 수목의 GPS 좌표를 기록하고 종자 수

집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드 밤 로봇, 대규모 양묘장에서 수확작업에 활용되

는 수확 자동화 로봇, 수목의 가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가지치기 로봇 

등이 개발되어 있음.

◦ 빅데이터 기술 적용사례로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림재해 통합관리 시스템’

은 실시간 산악기상을 분석해 위험도 파악이 가능함. 세계자원연구소(WBI)

에서는 ‘세계 산림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각종 데이터를 바탕

으로 세계 산림지역 경영과 관리가 가능함. 휴양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등

산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위치기반 등산로 확인과 안내 서비스, 긴급구난 

서비스 등을 제공함.

◦ 인공지능 기술 적용사례로 목재 운반용 자율주행 차량과 임산물 물류 자동

화에 활용이 가능한 재고 관리 로봇 및 결제 편의성을 높인 핸드페이 시스

템이 상용화 단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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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기술 적용사례로 스캐너 시스템이 있음. LiDAR는 대표적인 스캐

너 시스템으로 수종의 개별 관측 및 수고, 흉고 등의 정밀 측정이 가능함. 

스캐닝 기술 적용으로 산림 측정비용이 75%까지 감축되었으며 앞으로 임

업에서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무인항공기는 스캐너 시스템

과 접합하여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모니터링과 방제 등이 가능

하고 산림자원 조사·관리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되고 있음.

□ 산림분야의 4차 산업 명 기술 용 목표와 방향

◦ 4차 산업기술 적용 목표는 스마트 임업을 구현하고, 임산업 발전 및 임업인 

소득을 향상시키며, 효율적인 산림 서비스 제공으로 임업의 선진화를 달성

하는 것임. 이를 위해 산림재해 관리, 첨단 임산업 육성, 산림 서비스 확대,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정비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함. 

◦ 산림재해 관리를 위해서는 드론, 스마트 계측기기 등 IoT 기반 스마트 기술 

개발 및 활용으로 산불,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 예찰, 조기 대응, 사후 관리 

등 효율적인 예방 및 대처가 필요함. 이를 위해 드론 운용을 위한 조직, 인

력, 예산 등의 정책 수립과 안전 운용을 위한 교육 및 안전 매뉴얼이 개발되

어야 하고, ICBM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및 운영체계 개발, 산림재해 통

합관리 시스템 확대 구축 및 개선이 필요함. 

◦ 첨단 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임산물 생산·유통·소비까지 아우르는 플랫폼 

구축과 센서 및 장치제어 등 첨단시설을 통한 스마트 생산 시스템 개발, 맞

춤형 목재가공 기기 등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 양묘·야생화·표고

버섯 등 임산물 재배시설의 첨단화를 위한 ICT 기기의 표준화 및 확산이 

필요하고 온라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한 임산물 유통 및 

소비 플랫폼 구축, ICT 융합 유비쿼터스 푸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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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서비스 확대를 위해 휴양, 치유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산림 서

비스 제공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개인 맞춤형 산림 운동을 제시하고, 의료기

관과 연계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으로 심리 치유 및 교육, 영양 관리가 이루

어져야 함. 

◦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임업, 임산업 분야와 관련된 전

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하고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 

타 산업과 융합연구 확대, 수집된 빅데이터로 국가 산림정보 통합 체계 시

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4차 산업기술 임업분야별 용 가능성  략

◦ 국내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면 IoT, 빅데이터, AI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약 70~80%, EU와 일본 대비 

각각 86~88%, 81~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다보스 포럼(WEF)에서 분석

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은 세계 25위로, 1위 스위스, 2위 싱가

포르, 5위 미국, 12위 일본 등에 비해 아직 부족한 상황임.

◦ 4차 산업기술 적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구상의 일환으로 SWOT 분

석을 실시하였음. SO 전략은 사물 인터넷 및 ICT의 강점을 활용한 임산물 

경쟁력 강화, 산림재해 및 병충해 관리에 집중된 기술을 임산업 전 분야로 

분산 유도, IoT 기반 스마트 산림 기술 개발 전략 수립 등이 있음. ST 전략

은 스마트 양묘 시스템을 활용한 임산물 생산의 계절적 취약성 보완, 유비

쿼터스 푸드 시스템과 작황 서비스를 이용한 임산물 소비 진흥 정책, 해외 

임산물과의 경쟁에 대응하는 것임. WO 전략은 임업 빅데이터 생산 및 수집

을 통한 인프라 기반 조성, 산림 서비스 분야 등의 임업 전문가 창출, 직거

래 및 이력 관리가 가능한 임산물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등임. WT 전략은 

R&D 투자 및 초기 시장 구축을 위한 플랫폼 구성 및 지원, 지속적인 개발, 

임업 범위 확대, 행위 규제 정비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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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IoT 센서와 드론을 활용한 산림 조사 시스템, 

ICT 기술을 접목한 임산물 생산·유통망 시스템과 원격 산림작업 시스템, 빅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휴양서비스 등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및 

시장 구축 지원이 필요함. 

◦ 장기적 정책 효과를 위해 임업분야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임업

전문 육성이 시급함.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확충하고 품질 제고 

및 데이터 간 연계가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임업분야에 데이터 사

이언스 적용 확산 유도가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장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이러

한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신제품 및 서비스 

등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 기반 조성 및 규제 정비가 필요함.

◦ 플랫폼 생태계 및 신기술 확산 등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

고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경쟁 정책 및 인허가 기준 등이 필요함. 또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과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viii

ABSTRACT 

□ Necessity and Purpose of Research

◦ Since the new government was launched, interest in the 4th industrial revo-

lution technologies has increased. The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it 

would actively invest in the technolog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3D printing, and robots. In Korean society, th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nd the Internet of Things (IoT) are already utilized widely, with 

promotion and education through the government, media, and so on.

◦ Korea's forest volume is 146㎥/ha as of 2015,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However, there are not many tree species with economic value due 

to the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and infrastructures for forest manage-

ment are insufficient, including forest roads and mechanization. Therefore, 

strategies are needed to strengthen forestry competitiveness.

◦ Applying key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to the forestry sector can 

have the following effects: labor saving, yield increase, quality improve-

ment, and disease and pest prevention in the production sector; a decrease 

in distribution costs, supply and demand stabilization, and stable quality 

management in the distribution sector; and utilization in customized market-

ing strategies in the consumption sector. This is expected to be able to 

strengthen forestry competitiveness.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level of Korea's technologies compared to 

overseas advanced technologies, analyze the applicability of the 4t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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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to forestry, and present policy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forestry and strategies for effectively applying them.

□ Application Situa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Major Technologies to Forestry

◦ A smart sapling cultivation system is a case of applying IoT technology. 

Smart sapling cultivation is a system supporting seedlings' optimum growth 

environment by combining sapling cultivation in greenhouses with the IoT. 

The Yeongok Seedling Growing Center at the Eastern Regional Office of 

Forest Service established this system first in Korea. Building the system is 

expected to double production per unit area compared to general saplings 

grown outdoors, and decrease production costs by up to 50% due to labor 

saving. A representative case of foreign technologies is PRT, Canada's for-

est seedling producer. Its automatic environment control greenhouses pro-

duce 180 million high-quality seedlings a year by creating the optimum 

growth environment. 

◦ As cases of applying robotics, the following robots have been developed: 

Insight Robotics, a forest monitoring robot that can detect a wildfire within 

a 5-km radius; a seed bomb robot that records trees' GPS coordinates and 

transmits seed collection data; automatic harvest robots in large-scale tree 

nurseries; and pruning robots that efficiently remove tree branches.

◦ As a case of applying big data technology, the Korea Forest Service's in-

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forest disasters can analyze real-time moun-

tain weather and identify the risk level. The World Resources Institute de-

veloped the Global Forest Watch system that can manage world forest areas 

based on various data. The climbing application developed for re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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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provides trail checking and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the user's 

location and emergency rescue services.

◦ As cases of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utonomous vehicles 

for transporting timber, inventory control robots for automatic distribution of 

forest products, and the HandPay system for more convenient payment are 

at a commercialization stage.

◦ The scanner system is a case of applying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

nology (ICT). LiDAR, a representative scanner system, can monitor in-

dividual tree species and precisely measure tree height and breast height. 

Scanning technology has reduced forest measurement costs by up to 75%, 

and its utilization in forestry will become higher in the future. Drones, com-

bined with the scanner system, can monitor forest disasters such as forest 

fires, landslides, and disease and insect pest, and control pest, and are used 

for diverse tasks including investigating and managing forest resources.

□ Objective and Direction of Applica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to the Forest Sector 

◦ The application of the 4th industrial technologies aims at realizing smart for-

estry, developing the forestry industry, enhancing foresters' income, and ad-

vancing forestry through efficient forest services. For this, four directions 

are presented as follows: controlling forest disasters; nurturing a high-tech 

forestry industry; expanding forest services; and establishing infrastructure 

and improving the support system.

◦ To control forest disasters, efficient prevention and responses are necessary, 

including forest fire and landslide forecasting, early response, and post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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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ment, by developing and using IoT-based smart technologies such as 

drones and smart measuring instruments. To this end, it is needed to estab-

lish a policy for operating drones, including organization, manpower, and 

budget, provide education for safe operation, develop a safety manual, de-

velop ICBM-based algorithms and operation systems, and expand and im-

prove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forest disasters.

◦ To nurture a high-tech forestry industry, it is required to build a platform 

for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forest products; develop 

a smart production system through cutting-edge facilities such as sensors 

and equipment control; and develop customized devices for timber 

processing. For this,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and diffuse ICT equip-

ment for high-tech facilities cultivating forest products including seedlings, 

wild flowers, and shiitake mushrooms; construct a platform for distributing 

and consuming forest products by utilizing onlin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echnologies; and develop a ubiquitous food system in convergence 

with ICT.

◦ To expand forest services, it is needed to provide customized forest services 

by using big data on recreation, healing, and so forth. To this end, it is re-

quired to present individually customized forest exercise, and provide psy-

chological healing and education, and nutrition management through mon-

itoring and feedback linked with medical institutions.

◦ To establish infrastructure and improve the support system, it is necessary 

to actively train experts in forestry, strategically support R&D in key fields, 

expand convergence research with other industries, and create an integrated 

national forest information system through collected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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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bility and Strategies of the 4th Industrial Technologies by 

Forestry Field

◦ When Korea's capacity to respon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com-

pared with major countries, its level of the IoT, big data, and AI technologies 

is about 70-80% of the US, 86-88% of the EU, and 81-87% of Japan.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Davos Forum (WEF), Korea ranked 25th in 

the world for the capacity to respon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ower 

than Switzerland (1st), Singapore (2nd), the US (5th), and Japan (12th).

◦ To come up with strategies for achieving the goal of applying the 4th in-

dustrial technologies, a SWOT analysis was conducted. SO strategies in-

clude strengthening forest product competitiveness by utilizing the strength 

of the IoT and ICT; inducing the diffusion of technologies focused on con-

trolling forest disasters and disease and insect pest to the entire forestry in-

dustry; and setting up strategies for developing IoT-based smart forest 

technologies. ST strategies are supplementing seasonal vulnerability of forest 

products production by using the smart sapling cultivation system; im-

plementing a policy for boosting the consumption of forest products through 

the ubiquitous food system and crop situation services; and responding to 

competition with overseas forest products. WO strategies include creating 

the infrastructure base by producing and collecting forestry big data; training 

forestry experts in forest services and so on; and establishing a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latform for forest products where direct transactions and 

history management are possible. WT strategies include building and sup-

porting a platform for investing in R&D and developing early markets; de-

veloping continuously; expanding the range of forestry; improving regu-

lations; and creating an environment for fair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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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establish medium- and long-term strategies, the government should invest 

in R&D and support developing markets for a forest monitoring system us-

ing IoT sensors and drones, a production and distribution network system 

for forest products combined with ICT, a remote-control forest work system, 

and individually customized recreation services utilizing big data. 

◦ For long-term policy effects, it is urgent to foster forestry experts related to 

constructing a big data system in the field of forestry. It is required to sup-

plement existing data, improve quality, link data, and expand the application 

of data science to various fields of forestry.

◦ To create an ecosystem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arket should 

move voluntarily, and this atmosphere needs to be maintained. For this, it 

is needed to lay the foundation of test beds for applying new products and 

services, and improve regulations.

◦ The legal base should be improved to expand the platform ecosystem and 

new technologies, and a competition policy and licensing standards suitable 

for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re necessary. Also, it is needed to 

establish a system for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mprove a 

system for nurturing creative talent who can adapt to soci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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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연구의 배경

◦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정부 주도하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로봇 등 핵심기술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방

침을 밝힘. 

◦ 우리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음. 클라우드 컴

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이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4차 산

업혁명을 새로운 기회로 삼고자 정부나 언론 등에서 홍보와 교육이 추진되

고 있는 상황임. 

◦ 임업분야에서도 무인기를 활용한 산림자원 및 재해 관리, 스마트 양묘 시스템

을 활용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 4차 산업기술이 점차 적용되고 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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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The Future of Jobs”

라는 보고서의 의제로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되면서 세계적으로 화두가 됨. 

이에, 향후 일자리 변화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함. 

1.2. 연구 필요성

◦ 우리나라 임목재적은 1965년 9㎥/ha에서 2015년에는 146㎥/ha로 증가하여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목이 적고, 임도시설 

등 산림 경영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음. 또한 기계화 작업 시설이 부

족하여 국내 목재 자급률은 16.2%에 불과한 점, 임업 생산액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나 타 산업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임업 

생산성 향상 및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임업 부문에 적용 시 생산, 유통, 소비부문에 파급효과

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

이터, 정보통신기술 등이 임업부문에 적용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센서, 원격/자동장치, 정보 시스템, 기계 관리 등

으로 임산물 재배나 육묘 등 정밀임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인공지능(AI) 기술은 딥 러닝 등 인공 지능 기술 탑재를 통한 지능형 임업 

기계(드론, 무인기, 무인 임업기계, 수확기계 등)로 활용할 수 있음. 

- 임산 관련 유전공학은 토양과 기후를 고려한 적정수종 개발, 재배 관련 

기술 개발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빅데이터는 재배환경 데이터 활용으로 병해충과 기후, 기상정보 등을 베

이스로 하는 재배환경 빅데이터를 통해 생산 시스템이 향상될 것이고,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취향과 소비패턴의 파악 등으로 임산물의 소비

충족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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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은 생산부문에서 노동력 절감, 단수 증가, 

품질 향상, 병해충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 유통부문에서는 물류

비 절감, 수급 안정, 안정적인 품질 관리 등의 효과가 예상되고, 소비부

문에서는 소비트렌드 분석으로 맞춤형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는 등 소비

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 연구 목적

◦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업, 무역업 등 우리 사회를 빠르게 변화 시킬 수 

있음. 그중에서도 농업, 임업 등 전통적인 생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

어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임업에 대한 연구 및 관심은 비교

적 부족한 상황임. 

◦ 사물인터넷·로봇공학·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 등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은 산림재해관리, 첨단 임산업 육성, 고품질의 산림서비스 제공 

등 임업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임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

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의 임업부분 활용

성을 높이 보고 관련 기술을 개발 및 활용하여 생산효율 증가, 품질 향상, 

인건비 감소, 산림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이점을 통해 임업을 발전시키고 

있음. 하지만 국내기술은 해외기술 대비 낮은 수준이고 기술개발에 대한 관

심 및 투자가 낮은 상황임.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해외선진 기술 대비 국내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4

차 산업혁명 기술의 임업부문 적용 가능성 분석을 통해 임업 발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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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안과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임.  

3 선행 연구 검토

◦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연구는 각 분야별, 기관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보고서의 진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든 

실정임. 하지만 임업분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는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음.

◦ 2016~2017년 기준으로 제목에 ‘4차 산업’이 포함된 과제는 총 13건이었으

며, 직업능력개발원이 이 중 6건으로 제일 많았고, 산업연구원 2건, 과학·국

토·보건·산림 분야에서 각 1건씩 수행하였음. 2017년을 기준으로 하는 기관

별 연구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김석관(2017)은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핵심 기술 요인과 파급효과에 대

한 분석이 미흡한 배경에서 4차 산업혁명론의 정책적 논의 토대 마련 및 4

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핵심 기술에 대한 분석과 산업적 파급에 대한 전망

을 토대로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 조철(2017)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중화학·첨단 등 다양한 제조업의 생산방

식 및 최종 제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하여 주력산업의 적극적인 대응

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이에 각 주력산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고찰하여 주력산업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음. 

◦ 신영석(2017)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경량 소재, 정밀의료, 신약 등의 

부문이 보건의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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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부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보건의료의 각종 현안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어젠다

와 연결하여 해결할 수 있는 미시적 방안과 거시적 방안을 제시하였음. 

◦ 김선우(2016)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들 중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음. 

- 물리적·디지털·바이오 기술 등의 융합으로 인해 창의력이 요구되는 업무

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 업무의 정보처리 방식과 데이터의 해석 관련 업

무 확대, 기업과 근로자의 노동관계의 변화가 가져오는 관점에서 4차 산

업혁명의 변화에 걸맞은 기업 사례를 제시하였음.

기관 연도 과제명 성격

과학 2017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과 산업 파급 전망 정책

국토 2017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입지정책 연구 정책

산업 2017 제4차 산업혁명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과제 정책

산업 2017 4차 산업혁명과 우리산업의 중장기 구조변화 전망 기초

보건 2017 제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Ⅰ) 정책

직능원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직능원 2016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정책

직능원 2016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은 새로운 기회 시론

직능원 2016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분석

김준구 2016
미래사회에 과학이 미치는 영향: 과학을 통한 에너지 부족의 해결모색 재조명과 제4차 산업혁명

에서의 과학의 역할 중요성
지식나눔

직능원 2016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조직문화와 인적자원개발 사례 이슈분석

직능원 2016 제4차 산업혁명과 자격제도 이슈분석

산림 2016 ICBM 기술을 활용한 산림업무 영역별 적용방안 연구 정책

자료: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index.do: 2017. 5. 20.) 참조.

<표 1-1>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보고서 현황(2016∼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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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중(2017)은 일반 농업분야의 4차 산업혁명과 농업·농촌의 대응 전략 연

구는 추진 중에 있음.

- 농업 생산-유통-소비 단계별, 품목별(시설원예, 축산, 과수, 노지 등) 제4

차 산업혁명 기술인 IoT, 로봇,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접

목 가능성과 문제점 파악,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농업 적용 기술 수준 및 

기술 개발 방향 제시, 적용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증

대 방안을 목적으로 함.

- 또한 농업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농촌의 노동력 부족 및 고

령화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이 보급·확대될 수 있는 정책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함. 

◦ 고대식(2016)은 “ICBM(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기술을 활

용한 산림업무 영역별 적용방안 연구”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하

여 산림분야의 약점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산림산업 전 분야에 핵

심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자원 관리, 산업 육성, 사회 서비스, 산림 일자리 등을 4차 산업혁명 대응

을 위한 핵심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R&D, 빅데이터, 인색 개선, 제도 개

선을 임산업 전반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전략으로 제안

하였음.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빅데이터 등을 임업분야에 적용

하기 위한 과제와 전략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임업에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구성

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적용하는 방향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행연

구와 차별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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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연구 내용 및 방법

4.1. 연구 내용

○ 연구 내용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

적, 선행 연구 검토, 연구 내용과 방법 등 연구 개요가 제시되어 있음. 제2장

에서는 선행 연구와 정책 자료 등을 검토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주

요 기술인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nigs), 로봇공학, 빅데이터(Big Data), 인

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의 내용을 서술하고 임업분야의 부문별 적

용 사례를 기술하였음. 제3장에서는 임업분야 4차 산업기술의 적용 목표와 

부문별 적용 방향을 제시하였음. 산림재해 관리, 첨단 임업 및 임산업 육성, 

최적의 산림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정비 등에서 4차 산업기

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내었음. 제4장에서는 4

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하였음. 

이를 위해 임업의 4차 산업혁명의 활용에 있어서 SWOT 분석을 실시하였

음.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작성하였음. 

4.2. 연구 방법

◦ 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임업분야의 적용을 

위해 스마트 양묘 전문가, 3D 스캐닝 전문가, 로봇 및 드론 전문가, 빅데이

터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전문 기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 

출장 조사와 자문회의 그리고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병행하였음. 마지막

으로 임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정부 담당자를 비롯한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음. 





제2 장

4차 산업혁명과 주요 기술의 임업분야 적용 사례

1. 4차 산업혁명 개념 및 주요 기술

◦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지능정보기술이 경제·사회 및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

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임.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최근 이와 관련된 기

술과 직업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

b)1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의 변화는 속도, 범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과

거와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하

였음(Klaus Schwab 2017). 

1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저자로서 4차 산업혁명의 개요와 영향에 대해 작

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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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2은 현재의 변화를 3차 산업혁명의 연속이라

고 주장하며 디지털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함. 이처럼 4차 산업

혁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지

만,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군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현재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음.3 

-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에서 시작되었으며 수공업 시대로부터 

기계화시대로의 변화를 초래하였음. 기계의 발명을 통해 국가내의 연결

성을 촉진하였음.

- 2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인해 시작되었으며 대량생산시스템이 구축되

어,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노동효율성 및 생산성이 증가하였음.

- 3차 산업혁명은 ICT 기술 등에 의한 인터넷 혁명으로 정보화 시대가 개

막되었음. 디지털 계산능력으로 정밀한 자동화가 가능해지고 사람과 사

람, 자연, 기계간의 연결성을 증대시켰음. 

-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모든 기

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음. 인간만이 가능하다

고 여겨졌던 업무들 중 상당부분이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하면서 국제

적이면서 즉각적인 연결이 가능해짐. 

◦ 4차 산업혁명은 속도, 범위, 영향력 등에서 기존 산업혁명과 차별화 될 수 있음.

- 현재 획기적인 기술 진보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세계 각 국가의 다양한 산업에서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4에 

의해 전 범위의 변화가 예상됨.

2 경제동향 연구재단(the Foundation on Economic Trends)의 이사장으로 세계적인 경

제학자.

3 장필성(2016)의 자료를 참조하였음.  

4 ‘파괴적 기술’은 하버드경영대학원 교수 클레이턴 크리스텐슨(Clayton M. Christensen)

이 1995년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 발표한 논문 “파괴적 기술: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쫓아서 Disruptive Technologies: Catching the Wave”에 등장한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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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산업혁명으로의 변환

자료: 지디넷코리아 ZDNET Korea(www.zdnet.co.kr: 2017. 5. 24.). 

- 산업별 경계를 넘나드는 기술융합으로 사회 전체의 큰 영향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됨.

 

◦ 김진하(2016)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초지능성(Hyper-Intelligent)·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으로 설명하였음. 초

연결성이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

고, 초연결성으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파악하

는 것을 초지능성이라고 함. 예측가능성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간

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임.

- 4차 산업혁명의 3가지 특징으로 인해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핵심 기술이라

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방대하게 수집된 데이터를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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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가 인공지능의 기술력을 결정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7)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가 절대적

으로 필요함.

- 모든 산업에서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표준 모델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데이터이며 이러한 데이터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빅데이터의 형

식으로 전환되어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활용됨. 

- 4차 산업혁명을 근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

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ICT와 기존 영역의 기술의 경계는 무너지고 서로 

융합되며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혁신적인 기

술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 확산되며 산업구조가 변화되거나 새로 창출

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

◦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된 주요 기술은 사물 인터넷, 로봇공학, 빅데이터, 인

공지능 등 5대 기술임. 

- 주로 ICT 관련 기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물리학, 생물학 등과 융합

되어 헬스케어, 무인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함. 

- 사물인터넷 등 주요 기술의 발전과 기술 간 융합이 4차 산업혁명을 촉발

시킬 것이며 현재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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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내용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모은 후에 네트워크 등을 통해 사물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

- 인간의 개입 없이 사물 상호 간 정보를 직접 교환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를 분석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화 기술

  (예시) IoT+AI+빅데이터+로봇공학=스마트 공장(CPS)

로봇공학
- 로봇공학에서 생물학적 구조를 적용함에 따라 더욱 뛰어난 적응성과 유연성을 갖추고 정밀농업에서 

간호까지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업무를 처리할 만큼 활용도가 향상

3D 프린팅

(Additive Manufacturing)

- 입체적으로 형성된 3D 디지털 설계도나 모델에 원료를 층층이 겹쳐 쌓아 유형의 물체를 만드는 기술로

소형 의료 임플란트에서 대형 풍력발전기까지 광범위 활용

빅데이터

(Big Data)

-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패턴 등을 분석 및

예측

- 산업현장 등에서 활용하면 시스템의 최적화 및 효율화 도모 가능

  (예시) 빅데이터+AI+금융정보=투자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AI+의학정보=개인맞춤형 헬스케어

인공지능

(AI)

- 컴퓨터가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 인간 특유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공학 

및 정보기술

-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고, 사람의 작업을 대신하여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예시) AI+IoT+자동차=무인자율주행자동차

자료: World Economic Forum(www.weforum.org: 2017. 7. 25.). 

<표 2-1> 4차 산업혁명의 5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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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업분야 부문별 적용 현황

2.1.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가. 스마트 양묘 시스템5

◦ 스마트 양묘 시스템은 시설양묘에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접목하

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온실의 온·습도, CO2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관수, 시비를 원격과 자동으로 제어하여 묘목의 최적 생육환경

을 지원하는 시스템임.

◦ 전통적인 양묘 방법인 노지양묘는 노동집약적, 어려운 기계화 작업, 연작과 

장기간 사용에 따른 묘포 토양의 노후화 및 토양 개량의 한계, 기상재해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 묘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

임. 이러한 제한요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설양묘에 첨단기술인 스마트 양

묘 시스템의 적극적인 융합이 필요함.

◦ 스마트 양묘 시스템은 공원, 도시 숲, 건물 녹화 등의 도시 녹화 분야에서도 

필요함. 녹화에 필요한 수목 생산은 노지양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이에 스마트 양묘시스템 도입으로 일반 경관과 건물 녹화, 도시 열섬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 녹화 분야에서 필요한 조경수목 생산 요구를 충족시

킬 수 있음.

5 장광은 교수(연암대학교)의 자료를 요약·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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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기술 황

◦ 동부지방산림청 연곡 양묘사업소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 양묘 시스템을 구

축하였음. 

- 스마트 양묘장 인프라 구축으로 일반 노지양묘 대비 단위면적당 생산량

이 2배 증가할 것이고, 노동력 절감에 따른 생산비용을 5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온실복합 환경제어 시스템 활용으로 최적의 생육환경 조절이 가능함.

◦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연곡 스마트 양묘장을 벤치마킹하여 연간 15만 본 

편백나무 생산이 가능한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작업동, 자동화연동온실, 야외생육시설이 일자형으로 건설되어 이동식 

용기 받침대를 이용한 포트 이동이 편리함. 

- 바코드를 이용한 묘목 이력 관리로 묘목의 상세 정보 기록 및 이력 관리

가 가능함. 

구분 시설 기능

작업동 종자 파종기 상토충전, 복토, 관수, 혼합

기계실
자동양액 시비기

자주식 살수기

양액농도, PH 조절

균일관수, 선택관수

제어실 컴퓨터
온실복합 환경제어 시스템 구비

스마트 온실 환경 기록

스마트 온실

온·습도, CO2 센서

PTZ 카메라 / LED 

자주식 살수기/멀티환기팬

자동천장개폐시설

묘목 생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

야외생육시설
PTZ 카메라

온·습도 센서
1년생 묘목 생육

자료: 저자 직접 작성. 

<표 2-2> 동부지방산림청 스마트 양묘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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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기술 황

◦ 양묘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북유럽에서는 시설양묘에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접목한 스마트 양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 1980년대부터 

컴퓨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절하고, 시설 내부를 원격과 자동

으로 제어하여 우량한 묘목을 대량 생산하고 있음.

◦ 캐나다 양묘산업을 이끌고 있는 PRT(Pacific Regeneration Technologies 

Inc.) 양묘장은 캐나다 최대 규모의 시설 양묘장으로 캐나다에 14개, 미국에 

1개의 양묘장이 있으며, 연간 1억 8,000만 본의 용기묘 생산이 가능함. 

- 시설온실 내부 기후는 온도·습도·CO2 농도 등을 측정하는 센서를 통하

여 모니터링 되고 있음. 기후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이 분석하여 온실 내

부의 생육환경을 묘목의 생육단계에 따라 자동 조절함. 생육환경은 환풍

기·천장 개폐, 관수·시비 시스템, CO2 연소기, 보일러 등으로 조작하여 

조절되고 예상치를 초과하는 문제 발생 시 경영자에게 경보를 하여 문제

를 신속히 해결하는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용기묘를 생육하는 온실은 전자동, 반자동 환경제어온실 등 다양함. 

- 용기는 상토충전기에 의해 생육상토가 자동공급 되어 채워진 후 드럼형 

종자파종기에 의해 구(Cell)마다 종자가 착지하게 됨. 상토충전과 종자파

종은 인력과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으로 자동 기계화를 통해 작

업효율성 향상 및 인건비 절약 등 큰 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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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전자동 환경제어온실

 

<그림 2-3> 생육환경 조절 시스템

자료: 저자 직접 촬영.

나. 스마트 온실 시스템

◦ 스마트 온실 시스템은 스마트 양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접목하여 생육정보와 환경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

물의 최적 생산 환경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다양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한국형 스마트 온실’을 개발하고 일부 

농작물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를 설치하여 최적 생육을 위한 데이터를 수

집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에서는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을 중심으로 작물 특성 중심의 특화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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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스마트 온실 구성도

자료: 스마트팜 정보공유시스템(www.smartfarmkorea.net: 2017. 7. 24.). 

- 타워형, 폐쇄형 등 다양한 스마트 온실을 통해 작물 재배 향상을 목표로 

특화 개발하고 있음. 스마트팜 재배작물 생육정보 자동 측정 및 작물생

육 분석 시스템, 재배작물 이미지 분석에 기초한 생육자동 분석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추후 대상작물에 적용을 확대하고 수확

량 예측 연구를 할 계획임. 

◦ 연암대학교 차세대농업기술센터에서는 300평 규모의 스마트 온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100평 온실 1동, 50평 온실 4동에 각기 다른 생육환경을 조

성하여 최적의 작물생산을 위한 환경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외부 기상대와 내부센서로 온도·습도·광량을 측정하고 중앙 제어시스템

을 이용하여 식물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함. 관수 및 양액시비 펌

프, UV 살균기를 이용하여 인공상토에 점적관수로 관수와 시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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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3중 발전(Tri-Gen) 시스템 구성도

자료: 이상민(2016). 『차세대 스마트 온실 에너지 통합 시스템 개발』. 한국기계연구원.

◦ 파프리카 생산을 기반으로 한 ‘(주)농산’은 2008년부터 네덜란드 스마트 온

실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배 및 관리를 하고 있음. 

- 재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광, 온·습도, 일사량, 양액 및 폐액량 등 환경

조건을 조절함.

- 통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을 통해 환경, 수분, 천적을 관리하고 수확량 예측, 품질 관리 등의 모든 

재배 정보를 관리·점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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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로봇공학

가. 산불 감시 로봇(Insight Robotics Wildfire Detection System)6

◦ 인사이트 로보틱스(Insight Robotics)는 산불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 중

인데 전자동 산불 감지 로봇으로서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과 연동되며, 산불을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또한 로봇

은 360°회전이 가능한 스캐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며, 열 감지 센서, 안

개 관통 센서 등을 통해 산불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알림을 줄 수 있음. 

- 열 센서는 연기 및 안개를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고, 정교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불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음. 

<그림 2-6> 인사이트 로보틱스 

자료: Insight Robotics(www.insightrobotics.com: 2017. 6. 20.).  

6 인사이트 로보틱스 홈페이지(www.insightrobotics.com: 2017. 6. 20.)를 참조하여 기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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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드 밤 로봇(Seed Bomb Robot)7

◦ 시드 밤 로봇(Seed Bomb Robot)은 무인항공기의 형태로써, 수목의 GPS 좌

표를 기록하고 종자 수집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직접 비행하여 높은 

정밀도로 씨앗을 뿌리고 수목의 생존에 중요한 잡초 제거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조림사업은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데 이 로봇은 특히 사람이 접근

하기 힘든 지형에 활용이 가능함.

<그림 2-7> 시드 밤을 통한 산림 복원 작업

자료: Future Terrains(www.futureterrains.org: 2017. 6. 20.).

7 Future Terrains(www.futureterrains.org: 2017. 6. 20.)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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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확 자동화 로봇(HV-100)8

◦미국 플로리다주 그로브랜드(Groveland)에 있는 체리 레이크 트리(Cherry 

Lake Tree) 농장에서는 미리 지정해 놓은 경로대로 화분을 자동으로 운반하

는 기능의 수확 자동화 로봇(HV-100)을 사용하고 있음. 

- 대규모 양묘장의 경우에는 화분을 이동시키는 작업만으로도 많은 노동

력이 필요함. 수확 자동화 로봇으로 한 달 기준 20만 개 이상의 묘목을 

옮길 수 있음. 

 

<그림 2-8> HV-100 작업

 

<그림 2-9> 가지치기 로봇

자료: Horti daily(www.hortidaily.com: 2017. 6. 20.).

                               

8 Horti daily(www.hortidaily.com: 2017. 6. 20.)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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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지치기 로봇(Pruning Robot)9

◦ 뉴질랜드의 캔터베리 대학(University of Canterbury)에서 개발하고 있는 가

지치기 로봇 시스템은 수목의 가지를 자동적으로 제거함. 

- 로봇은 3개의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수목을 이미지화 한 

다음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3D 데이터로 전환시킴. 

- 현재 가지치기의 자동화 기술을 통해 수확량 증가, 정밀 임업 작업이 가

능해졌음.

2.3. 빅데이터

가. 산림 경영 및 예찰

1) 국내 활용 황

◦ 산림청은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빅데이터 기반 산불위험 예측 서비스를 구현하였음.

- 임상도(종류, 밀도), 지형, 산악기상(습도, 강수확률, 풍속, 풍향)을 파악

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패턴, 실시간 산악기상 융합·분석을 통해 예상 

지역 및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함. 

◦ 산림청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사이트에서는 실시간 소각산불징후예보, 산불

현황, 산불위험등급, 대형산불위험예보를 해주고 있으며, 레이더영상과 위

성영상도 제공하고 있음.

- 순찰 우선순위 선정 등 예방활동 수행을 통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석데이터 정밀도 증가로 산불발생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었음. 

9 Techn Abob(www.technabob.com: 2017. 6. 20.)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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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개념도

 

자료: 변상우(2014).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한국콘텐츠학회.

<그림 2-11> 산불위험예보시스템 분석 알고리즘

 

자료: 행정자치부 빅데이터(www.bigdata.go.kr: 201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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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에서는 50여 년간 축적해온 임상·입지·토양정보, 국·사유림 경영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전국 산림 물지도’ 제작을 본격 추진

할 예정임.

- 산림 공간정보들을 통합 분석함으로써 국가, 지자체, 산주 등에게 수자원 

함양 기능을 빠르게 진단해 주고 임지별 맞춤형 산림 관리 방안을 마련

할 수 있음. 

- 산림 소유자는 본인 산의 수자원 함양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빅데

이터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산림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구축한 ‘산림정보 다드림’ 시스템10은 임가소득 및 임

업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산림정보를 제공하고, 귀산촌 등 산림정

보 수요 증가에 맞추어 정보제공 체계 마련과 산림정보화 산업 활성화를 위

해 마련된 시스템임.

- 개인 산주와 임업인, 일반 국민 모두가 산림정보를 필지단위로 통합 조

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에 맞는 산림의 위치를 보다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산림정보 서비스 시스템임.

- 토양정보, 수종정보, 재배품목정보, 산사태위험정보 등 산림 경영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수하고, 사용자가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

으며, 산림 경영 활동에 요구되는 기초 산림정보를 한 번의 조회를 통해 

입수 및 활용 가능함.

10 본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정보 다드림’(http://gis.kofpi.or.kr)의 내용을 바탕

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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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

 

<그림 2-13> 내게 맞는 산 찾기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정보 다드림 서비스(http://www.kofpi.or.kr: 2017. 6. 24.). 

2) 해외 활용 황 

◦ 세계자원연구소(The World Resources Institute: WRI)는 산림파괴 추세를 

분석하며 감시하는 ‘세계 산림 감시(Global Forest Watch)’ 시스템을 개발하

여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방하였음. 

- 소통형 실시간 산림 감시 시스템으로 위성영상, 원격탐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현장조사 자료를 취합하여 극한 위기에 놓인 세계 산림 지역에

서 산림 경영과 관리에 사용할 수 있음. 

- 구글의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인프라와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산

림파괴 감시 및 분석 비용과 성능 문제를 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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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Global Forest Watch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

자료: Global Forest Watch Climate(http://climate.globalforestwatch.org: 2017. 5. 6.).

◦ 미국의 환경보호단체인 CI(Conservation International)11는 HPE(Hewlett 

Packard Enterprise)와 협력하여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열대우림 생물다

양성 감시 및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2016년 12월 기준으로 10TB 이상의 중요한 생물 다양성 정보를 보유하

고 있으며, 300만 건 이상의 카메라 트랩 사진 및 800만 건 이상의 기후 

측정 자료를 비롯하여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 

11 CI 홈페이지(www.conservation.org: 2017. 5. 6.)를 바탕으로 기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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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빅데이터 솔루션 시스템

 

<그림 2-16> 산림 모니터링 시스템

자료: Conservation International(www.conservation.org: 2017. 5. 6.).

나. 산림·산촌 휴양12

◦ ‘등산도우미’ 애플리케이션은 공공데이터 중 산림청의 ‘우리나라 주요 산 

등산로 산행정보’13를 활용하여 등산로, 산악기상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

고 있음. 이와 유사한 등산 도우미 애플리케이션이 다수 있고 실제 활용도

가 매우 높음.

- 사용자 위치기반 등산로 확인과 안내 서비스 및 소모되는 칼로리 등 다

양한 서비스도 제공함.

12 본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2017. 6. 12.)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술

되었음. 

13 우리나라 주요 산 600여 개의 등산로에 대한 지도 서비스.



29

<그림 2-17> ‘등산도우미’ 애플리케이션 화면

애플리케이션

       

등산로 선택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2017. 6. 12.).

◦ ‘지리산 둘레보고’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LOD 기반 국립공원 

공간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지리산 둘

레길/등산로 코스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관광지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 긴

급구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투어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함.

- 주요 기능으로 2D/3D 전자지도, 둘레길/등산로 안내 시작, AR(관광 콘텐

츠의 위치를 증강현실로 확인 가능), 스토리텔링(둘레길과 주요 관광지

에 대하여 오디오 및 텍스트로 설명), 긴급 구난, 관광정보 등이 있음. 

◦ ‘등산? 지켜줄게!’ 애플리케이션은 국립공원 위험지역 공간데이터를 활용하

여 국립공원 내에 위험지역이 가까워지면 알려주고 국립공원의 주소와 위

험지역, 쉼터 및 지킴터, 구급상자와 구명상자의 위치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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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지리산 둘레보고’ 애플리케이션 화면

메인 페이지

       

등산로 화면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2017. 6. 12.).

<그림 2-19>  ‘등산? 지켜줄게!’ 애플리케이션 화면

홈 화면

       

위험 지역 표시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201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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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주관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산촌 정보 서

비스앱’이 소개되었음. 

-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자전거 도로, 전통마을, 숲 지리정보 등의 공공데이

터를 활용하여 산림도로망, 산촌마을, 청정임산물 등 다양한 산림정보를 

제공함.

- 산촌체험 서비스 예약 시스템으로 통신사 위치 정보와 앱을 연동하면 자

신이 있는 곳 주변의 시설 정보를 알 수 있고, 실시간 예약도 가능함.

◦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전국휴양림표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전국 휴양

림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를 통해 상세 위치를 파

악할 수 있음.

- 휴양림 관련 정보로 휴양림 면적, 수용 인원수, 입장료, 숙박 가능 여부, 

소재지, 전화번호, 위도, 경도 등이 제공됨.

2.4. 인공지능

◦ 임업분야에 인공지능 적용이 가능한 사례는 주로 목재 및 임산물 유통·운송

분야가 될 수 있음.

<그림 2-20> 목재 운반용 자율주행차량

자료: Career Research(www.career.iresearchnet.com: 2017. 5. 24.).



32

 

<그림 2-21> 물류 자동화 시스템 

 

<그림 2-22> 창고 물류 로봇

자료: Google 이미지 검색(www.google.com: 2017. 8. 14.).

◦ 임산물 물류 자동화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포장, 가공, 분류하는 작업을 대

체할 수 있음. 

- ㈜코리아세븐에서 새로 오픈한 무인편의점 매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소

재)은 손바닥 정맥을 정보화한 핸드페이(Hand Pay)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금, 카드, 핸드폰 등 특별한 지불수단이 없이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음. 

- 창고 및 점포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로봇은 임산물 유통에 사용 가능하

여 향후 기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인공지능을 적용한 산림 자원 감시 및 모니터링 로봇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

고 작업이 어려운 곳이 많은 관리에 쓰일 예정임.

- 인공지능 시스템을 적용하여 로봇은 스스로 묘목의 상태 등을 체크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림재해의 발생 예측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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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팜 로봇 Shrimp

 

자료: 이설희(2016). “시골 농부를 대신해 농사짓는 ‘팜 로봇’ 탄생!” BIZION. 

2.5.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가. 스캐너(Scanner) 시스템

◦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시스템은 레이저 측량 도구로

써 항공기에 장착하여 레이저 펄스를 지표면에 주사하고, 반사된 레이저 펄

스의 도달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지표면에 대한 지형정보를 추출할 수 있음.

- LiDAR를 이용할 경우 지형지물 및 구조물에 따라 반사되는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건물 및 지형지물의 정확한 수치표고모델 생성이 가능함.

- 이를 임업분야에 적용하여 수종의 개별 관측 및 수고, 흉고 등을 측정할 

수 있음. 산림 자원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산림자원량에 대한 정

보인데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자원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것은 비용과 위

험성이 높음. 따라서 LiDAR의 적용은 험한 산지의 자원조사를 저비용으

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처리와 활용도 쉬워질 것으

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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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LiDAR를 이용한 전선 작업 시찰 및 모니터링

 

자료: 강진택(2017). 『산림분야에서의 3D 지상레이저 스캐너 및 드론의 활용』. 국립산림과학원.

◦ 랜드트렌더(LandTrendr)는 NASA의 랜드샛(Landsat) 자료를 이용해 인공위

성이 지난 수십 년간의 궤도를 따라 이동하며 지구 표면의 사진을 지속적으

로 누적하는 프로그램임. 

- 데이터를 이용해 지구 경관의 미세한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미세한 변화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변화하

여 질병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데 Landsat 영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유럽우주기구(European Space Agency: ESA)의 위성자료와 아일랜드계의 

회사인 트리매트릭스(Treemetrics)의 3D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결합하여 세

계 산림을 분석하였음.

- 불법 벌채·질병·해충 등으로 파괴되거나 손실되는 수목을 감지할 수 있

고,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 30㎡ 면적의 산림에도 수백만 개의 정보를 수

집하여 정확한 3D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Treemetrics 시스템은 현재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의 지

속가능한 산림에 활용되고 있으며 측정비용이 75%까지 감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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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Treemetrics 3D 레이저 스캐닝

 

자료: European Space Agency(www.esa.int: 2017. 6. 2.). 

◦ 3D 스캐닝 기술을 산림 조사에 적용하여 수고·흉고 등 산림자원을 측정할 

수 있음. 드론 데이터와 지상 라이다(LiDAR) 데이터를 취합할 경우 드론이 

상공에서 전체적인 산림의 분포 데이터를 획득하고, 지상에서는 스캐닝을 

통해 드론이 파악하기 힘든 범위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한 

산림조사가 가능함.

 

<그림 2-26> 표본 현장사진 

 

<그림 2-27> 스캐닝 표본

자료: 강진택(2017). 『산림분야에서의 3D 지상레이저 스캐너 및 드론의 활용』.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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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하여 벌채목을 검척하면 사람이 오차율이 거의 

없으며 직접 실시하는 경우보다 시간도 절약되어 비용 절감 효과가 큼.

- 이처럼 임업분야에 3D 스캐닝을 기술을 적용하면 광대한 산림조사, 기

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수종 분포 확산 예측, 수목 분류에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범위에 적용 가능함. 

 

<그림 2-28> 벌채목 3D 스캔  

 

 <그림 2-29> 임목별 데이터화

자료: 강진택(2017). 『산림분야에서의 3D 지상레이저 스캐너 및 드론의 활용』. 국립산림과학원.

◦ 모바일 맵핑은 움직이면서 조사가 가능한 스캐닝 도구(Kinematic Scan)로서 

스캐닝 도구를 산지에 설치할 필요 없이 가방을 메고 스캐닝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장비임. 기존의 스캐닝 장비의 이동성의 한계를 극복하였고, 동시

다발적으로 보다 넓은 범의 산림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림 2-30> 모바일 맵핑(Kinematic Scan)

 

<그림 2-31> 집락표본점 설정

자료: 강진택(2017). 『산림분야에서의 3D 지상레이저 스캐너 및 드론의 활용』.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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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인항공기

◦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는 UAV라고 칭하며, 비행체에 조정

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 조종하거나 사전 입력된 경로에 따

라 자동으로 자율 비행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체를 일컬음.

<그림 2-32> 무인항공기 임업분야 활용

 

자료: 우충식(2016). “산림분야 무인기(드론) 활용 방안”. 국립산림과학원.

◦ 무인기는 임업 분야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고 그 용도가 확대 될 것으로 기

대됨. 무인기의 활동 현황과 향후 활동 가능성은 <표 2-3>과 같이 16개 분

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 향후 훨씬 다양하게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됨.

◦ 무인항공기는 특히 산림병해충·산불·산사태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큰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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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남. 그 외에도 국유재산·산지관리·산림 경영·산림자원·산림복지 등

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음. 

- 산림 병해충 예찰을 위해 사람이 직접 확인할 필요 없이 상공에 무인항

공기를 띄워 사진을 촬영하면 피해 규모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라 효율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음.

- 실제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에 무인항공기를 투입하여 피해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인력 투입 규모와 이동경로를 계획하는 데 사용

되고 있음. 

세부분야 임무유형 내 용

산림병해충

예찰 발생현황, 고사목 탐지

방제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

방제사업 관리 방제결과 조사 및 사업검사

산불

상황감시 산불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야간 모니터링 야간산불 발생 시 잔불 및 잠복화선 탐색

진화자원 관리 산불 진화대원 및 자원 위치 파악

특수임무 소화탄 투하, 담수지 얼음 폭파, 군 사격장 맞불 등

뒷불 감시 산불진화 후 뒷불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산불·산사태
구호물품

비상약품, 식량 및 기타 물자 등 

긴급 구호물품 수송

피해지 조사 피해지 면적, 위치 등 복구를 위한 현황조사

산사태 발생상황 감시 산사태 발생상황 실시간 감시

국유재산 대부 및 취득재산 대면적 사용 허가 및 대부지 경계 확인 등 현장조사

산지관리 산지전용 불법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현장점검

산림 경영 경영계획
산림조사 및 벌채지 현장점검 등 

경영계획 수립 지원

산림자원 자원조성 및 조사 조림사업, 숲 가꾸기, 풀베기 등 현장점검

산림복지 휴양 등산로 조성 및 유지보수, 방문객 관리 등

자료: 우충식(2016). “산림분야 무인기(드론) 활용 방안”. 국립산림과학원. 

<표 2-3> 무인항공기 임업분야 유형별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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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임업부문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이미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거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미비하고 해외 기술에 비해 뒤처져 있음. 

 

◦ 캐나다, 유럽 등 임업 선진국은 스마트 양묘 시스템 적용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인건비 절감 등 활용도를 높이고 있지만, 국내에는 동부지방산

림청 연곡양묘장 단 한 군데에서만 초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 시설 내부의 생육환경을 조절하는 스마트 온실 시스템은 농촌진흥청을 중

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작물별 맞춤형 빅데이터 수집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표고버섯, 야생화 등 임산물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산림 작업에 효율적인 시드밤, 수확 자동화, 가지치기 로봇 등 로봇공학은 

주로 해외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기술은 전무한 실정임. 로봇

공학,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함.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산물 유통체계 발달, 수요에 맞는 공급량 조절 등 

다양한 발전이 가능하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음.

  

◦ 산불 발생 시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산불의 예측과 

관련된 빅데이터 기반 산불지도 작성 및 알고리즘은 구축된 바가 없음.

 
◦ 산림 치유·휴양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보급되고 있으나 개인의 심

리·행동·반응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맞

춤형 기술은 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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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DAR와 같은 스캐닝 장비는 외국에서 수입하여 고가이고 A/S 등 관리가 쉽지 

않으며 무게가 무거워 험난한 산림지형에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국내 기

술 개발과 적용으로 원가 절감 및 우리나라 산림지형에 맞는 제품 개발이 필요함.

◦ 무인항공기는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해 관리, 산림자원 조사 및 관

리에 효율적이지만 이용에 있어 규제가 심하고,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한 기

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함. 

◦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스마트 임업을 구현하고 안전한 산림자원 관리, 

효율적인 산림 서비스 제공으로 임업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림분

야별 기술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 제시가 필요함. 

기술 내용 적용 국가

사물인터넷
- 스마트 양묘 시스템
- 스마트 온실 시스템

- 한국, 캐나다
- 한국, 네덜란드

로봇공학

- 산불감시 로봇
- 시드밤 로봇
- 수확 자동화 로봇
- 가지치기 로봇

- 홍콩
- 타이
- 미국
- 뉴질랜드

빅데이터

- 산림재해 통합관리 체계
- 전국 산림 물지도
- 산림정보 다드림
- 등산도우미
- 지리산 둘레보고
- 등산? 지켜줄게!
- 세계산림 감시(Global forest watch)
- 열대우림 산림다양성 감시

- 한국
- 한국
- 한국
- 한국
- 한국
- 한국
- 미국
- 미국

인공지능

- 핸드페이 시스템
- 팜 로봇
- 물류 자동화 시스템
- 창고 분류 로봇

- 한국
- 호주
- 미국
- 미국

정보통신기술

- LiDAR 스캐너
- 랜드트렌더(Land Trendr)
- 모바일 맵핑(Kinematic Scan)
- 무인항공기(드론)
- 트리매트릭스(Tree Metrics)

- 독일
- 미국
- 독일
- 미국
- 아일랜드

자료: 저자 직접 작성.

<표 2-4> 4차 산업혁명기술 임업분야 적용 사례



제3 장

산림분야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목표와 방향

1. 목표 및 방향

◦ 목표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방향정립을 위해서 석현덕(2012)의 “국민행

복시대의 중장기 산림정책 추진전략” 연구를 참고하였음. 해당 연구에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한계를 극복

한 새로운 패러다임, 즉 산림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화합과 조화를 통한 

파트너십이 강조된 새로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with Partnership: SFMP)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이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이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로 1)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보상하기 위한 산림

환경서비스 보상 및 거래 활성화, 2)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업인 

육성 및 산림산업의 고도화 추진, 3)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임업 활성

화 및 산촌활력 증진, 4) 산림생태계 보전과 산림환경서비스 확대를 위한 산

림재해 대응 및 산림 건전성 향상 그리고 산림휴양·치유·교육·레포츠 등 복

합적 산림환경서비스 확대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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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SFMP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과제

자료: 석현덕(2012). 『국민행복시대의 중장기 산림정책 추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임업에 적용하기 위한 목표 및 방향 설정에는 연구자

가 주장한 우리나라 산림관리 중장기 방향과 주요 전략에 맞추어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SFMP

의 기본목표와 핵심전략 달성이 되어야 하고, 이는 스마트 임업을 구현하여 

임산업 발전 및 임업인 소득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산림자원 관

리 및 산림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여 임업의 선진화를 이루

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즉, IoT·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주요 핵심기술이 임업분야에 접목되어 기술

집약 산업으로 발전하고 산림재해로부터 안전, 산림자원 보호, 산림 휴양·

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차세대에게 매력적인 산업으로 바꾸는 것

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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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4차 산업혁명 기술 산림 분야의 적용 목표와 방향

자료: 저자 직접 작성.

◦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기술적용 방향을 첨단화되고 효율적인 산림재해 관리, 

스마트 임업 시스템 구축과 임산물 유통 및 목재산업 첨단화를 위한 첨단 

임업 및 임산업 육성, 국민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산림 

서비스 제공, 임업·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림정보 통합 체계를 구축

하며 획기적인 R&D 지원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체계 정비 등 4가지

로 제시함. 

- 첨단화 되고 효율적인 산림재해 관리를 위해서는 드론, 스마트 계측기기 

등 IoT 기반 스마트 기술 개발 및 활용으로 산불,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 

예찰, 조기 대응, 사후 관리 등 효율적인 예방 및 대처가 되도록 해야 함.

- 첨단 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임산물 생산·유통·소비까지 아우르는 플랫

폼 구축과, 센서 및 장치제어 등 첨단시설을 통한 스마트 생산 시스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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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목재가공 기기 등 개발이 필요함.

- 산림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민수요에 대응한 휴양, 치유 등 빅데이터 활

용 맞춤형 산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서

는 임업, 임산업 분야에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하고 핵심분야

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 타 산업 융합 연구 확대 및 수집된 빅데이터

를 제대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2. 기술 적용을 위한 분야별 방향

2.1. 산림재해 관리

가. 산림화재 및 산사태 관리

1) 산림 화재 방  진화

◦ IoT 기반의 지능형 산림 드론을 산불 예찰, 초기진화, 모니터링 등에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데, 산불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화두 및 산불확산 방향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산불 진화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 고정익기 드론으로 

산불 진행상황을 전체적인 항공사진으로 촬영하고, 회전익기 드론으로 실

시간 현장영상을 산불예측분석센터와 통합지휘본부에 전송하면, 수집된 정

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산불진화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 

◦ 드론을 활용한 효과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함.

- 드론 전용 소화탄 기술 개발이 필요함. 드론이 수송할 수 있는 최대 무게

에 맞는 소화탄 개발로 초기 산불 및 잔불 제거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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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함.

- 드론으로 위험지역에 대한 경계 순찰을 확대해야 하는 등 드론의 입체적

인 활용방안이 필요함.

- 드론 운용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 관련 지원정책을 폭넓게 수립하여 

드론의 활용확대와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한 교육 및 안전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함.

2) 산불 측  분석

◦ 산불은 광범위한 면적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공간정보 분석과 현황 파악

에 장점이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미

국, 캐나다의 경우 재난성 산불을 경험한 뒤에 각종 수치지도와 Web 2.0, 

3.0 방식 등 사용자 참여 형태의 산불지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음. 

- 과거 시기별 산불발생 빈도 및 확산, 피해범위 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산불지도 작성 알고리즘 및 운영체제 개발이 필요함.

- 산악기상망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의 산림재해 예측·분석이 필요하므로 

산악기상 관측점을 예보 가능한 수준으로 추가 확보해야 함.

◦ 지능형 산불 확산 예측 기술은 산불의 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관측망 확보, 기상·토양·산

림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산불예측 모형 개발이 필요함.

3) 산사태 피해지 탐지 

◦ 산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 및 복구액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우면산 산

사태와 같이 한 번 발생하는 것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미리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함.

◦ 산사태 무인원격 감시시스템 도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토양수분, 기울

기, 우량, 온·습도 등을 측정하는 센서노드를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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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산사태를 예측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주요 산사태 위험 지역 예찰이 가능하고 수집된 정

보를 바탕으로 산사태의 조짐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촬영된 사진을 인공지

능(AI)로 분석하여 탐지하는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으로 산사태를 예측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산사태 발생 이후 피해지 현장정보를 통해 응급복구 방안을 세우는 등 현장

상황 공유 기술 개발이 필요함.  

 <그림 3-3> 산사태 피해지 탐지 기술

자료: 우충식(2016). “산림분야 무인기(드론) 활용 방안”. 국립산림과학원. 

나. 산림병해충 예찰 및 진단 플랫폼 구축

◦ 현재의 산림병해충 예찰 및 진단은 인력에 의한 지상예찰로 노동력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헬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짧은 시간 동안 

넓은 지역을 살펴볼 수 있으나, 비용이나 국지적인 정확도 등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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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항공기를 이용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나무 재선충병과 같은 병해

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신속하게 피해목을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병해충 자동 판독 프

로그램의 개발로 활용성이 증대될 것이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위험예측도 

등 관련 정보 제공으로 적기 방제전략 수립에도 효과적일 것임. 

- 핵심기술은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예찰과 피해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임. 

- 무인항공기를 활용하면 피해지역 촬영 및 피해목 GPS 정보 수집이 가능

함. GPS 정보는 피해목을 자동으로 탐지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 및 피

해목 위치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므로 이를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다. 산림재해 통합관리 시스템 확대 구축 및 개선

◦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림자

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해 통합관리 시스템14이 운영되

고 있음. 

- 산림재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재해 발생 시 위치 파악과 상황 

대처에 도움이 됨.

◦ 이러한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 및 위성 등을 이용한 영상기반 

정보를 바탕으로 산림재해에 대응하고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

요함.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영상 모니터링과 조기 예측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함.

14 산림재해 통합관리 시스템은 2014년 산림청 내부업무용으로 1차 사업을 구축했으

며, 2015년 2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대상, 2016년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3차 사

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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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한 모든 GIS 리소스들을 통합하여 

검색, 관리 그리고 사용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함. 

2.2. 첨단 임업 및 임산업 육성

가. 스마트 임업 생산 시스템 구축

◦ 임업은 넓은 면적에서 각종 작업이 행해지고 공간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생산성이 낮음.

- 이런 측면에서 스마트 양묘 시스템의 도입은 노동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스마트 양묘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 노지양묘 대비 단위면

적당 생산량 2배, 노동력 절감에 따른 생산비용 5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연합뉴스, 2016. 12. 5.). 

◦ 국유 양묘장을 중심으로 스마트 양묘 시스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업

분야 스마트 팜에 비해 아직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음. ICT를 접목하여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장치를 원격 제어하는 수준임. 

- 양묘·야생화, 표고버섯 등 임산물 재배시설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ICT 기

기의 표준화 및 확산이 필요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 민간까지 보급을 확

대시켜야 함. 

- 각종 센서와 장치 등을 모바일 및 PC와 연결하여 원격으로 임산물의 생

육환경을 제어하고, 지능형 로봇 등을 이용하여 생산 공정을 자동화해야 

함. 또한 빅데이터, AI 분석을 통한 재배 패턴을 분석하여 생산성 및 품

질의 향상이 필요함. 

-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은 국유 양묘장을 중점으로, 관련 ICT 및 센서등 

하드웨어는 민간기업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국가와 민간간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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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로 관련 산업 진흥이 필요함.  

나. 임산물 유통 첨단화

1) 임산물 유통  소비 랫폼 

◦ 임산물 판매처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비중이 아직 높은 편이지만 인터

넷 거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므로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의 판로 개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ICT·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파악 및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는 기술 적용을 기대할 

수 있음.

- 인터넷 상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성향 및 구입량, 구입시기 

등 임산물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생산자와 공유하여 시

기적절한 생산 및 생산량 조절이 가능하고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 확립이 가능함.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면 임산물 수급 관리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음. 이는 생산량, 소비량, 기후 등 정형 데이터와 인터넷상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급 예측이 가능함.

-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생산자와 산지유통조직에 임산물 생산 및 유통 

정보 서비스를 제공

- 작황, 저장량, 출하량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

◦ 이러한 ICT 기반의 임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산지 직거래, 전자 상거래 

등 맞춤형 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임산물 소비 패턴 분석 정보 등을 생산자

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수요에 맞는 생산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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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융합 유비쿼터스 푸드 시스템(U-Food System)

◦ 임산물은 소량으로 분산되어 생산·수집되는 특성상, 출하 규모가 작고 공동출

하도 부진하며 생산량의 변동이 자연 조건에 따라 쉽게 변하고, 품종이 다양한 

탓에 규격화·표준화가 미흡함. 이에 임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

로 유비쿼터스 푸드 시스템(U-Food System)의 임산물 분야의 적용이 필요함.

- 유비쿼터스 푸드 시스템15은 생산·가공·유통·판매·소비 전 과정에서의 

식품 이력, 제품 상태 및 유통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

어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지능형 처리 시스템임. 

◦ 유비쿼터스 푸드 시스템의 적용은 국내 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이 시스템이 임산업에 적용될 경우, 임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통한 안전

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신선도가 중요한 임산물 관리의 효율성 증대로 유

통 능률 향상 및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음. 

- 유통 시스템의 효율화는 임산물 생산 및 유통조직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

이며, 이는 임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여건 개선으로 연결되어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음. 

다. 목재산업 첨단화

1)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 목재 가공 산업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특히 목재 방부제 관련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며 제재 기계(Sawing ma-

chine)와 밀링 머신(Milling machine)을 다루는 작업자는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음 

15 농산물 유통 정보지 “식품 산업의 미래 핵심기술, 유비쿼터스 푸드 시스템”을 참고

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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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은 작업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목재산업의 경

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 로봇공학,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목재 가공 시스템 및 제재공정 최적화 등 고효율화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가 가능함.

- 목재 생산 및 가공 제조기반을 고도화하고 목재 관련 산업의 연계 및 빅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수급 조절과 수준 맞춤형 제품 생산으로 

목재 가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음. 

◦ 목재 가공 산업에 로봇공학을 적용한다면 기존의 작업자들은 목재 분진 및 

유독한 물질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방부 처리, 도장 등 유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적재(palletizing) 및 

분류 작업의 자동화 기능을 할 수 있고 센서 기술을 탑재해 품질 검사까

지 수행이 가능함.

<그림 3-4> 목재 가공 자동화 로봇

자료: KUKA(www.kuka.com: 201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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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벌채 시스템

◦ 임목벌채 작업은 작업자가 기계톱 등을 이용하여 벌채한 후 포크레인, 도르

래, 끌개 등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으로 노동 집약적이고 작업 위험도가 

높음. 이러한 벌채 작업에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시스템을 이용

하여 벌채목 선별 및 임업기계 원격 조종으로 작업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 

작업을 수행한다면 산업재해 방지 및 인건비 절감, 작업효율 향상 등 다양

한 이점이 발생할 수 있음. 

◦ AR 기반의 벌채목 선별, 벌채 요령 등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원격

으로 조종이 가능한 임업기계 개발이 필요함.

 

 <그림 3-5> 증강현실을 이용한 원목 벌채  

 

 <그림 3-6> 차량 원격 조종

자료: 강진택(2017). 『산림분야에서의 3D 지상레이저 스캐너 및 드론의 활용』.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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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림 서비스 제공

가. 숲(산림) 치유

◦ 숲 치유 분야에서는 인체의 면역력 강화와 건강 증진 등을 위해 ‘치유의 숲’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감성과학 기반의 치유 서비스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임. 감성과학을 기반으로 산림 치유 및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숲 치유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 

- 숲 이용에 따른 심리, 생리, 행동적 반응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용

자의 감정 상태에 적합한 최적의 산림 치유 프로그램과 시설을 추천할 

수 있음. 

◦ 감성분석시스템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로서, 숲 치유 효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용한 산림 치유 및 개인 맞춤형 산림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숲 체험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용에 따른 심리·생리·행동 반응 

등을 조사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용자의 감정상태(우울·무기력 

등)에 적합한 최적의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산림기반 건강 관리는 개인 맞춤형 산림 운동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심리 치유 및 

교육, 영양 관리 및 교육도 진행함.

◦ 현재 산림을 기반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8개소로 프로그

램 대상이나 질병, 적용 요법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이 필요함.

- 치유,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발전

시켜 우울증 환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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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함. 

- ICT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을 통해 수요자를 유치하고, 현장에서 치유

의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휴양 서비스

◦ 도시민의 여가 선용 등을 위해 자연 휴양림과 같은 휴양시설이 운영되고 있

으나, 기상 상황이나 거리 등의 제약으로 자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휴양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확대시

킬 필요가 있음. 수요성향 정보를 제시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자

연 휴양림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이는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소

비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휴양림 이용객들의 고객 만족도 제고와 편익 증진, 더 나아가 산림 휴양 

서비스 산업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2.4.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정비 

가. 전문 임업경영인 및 인력 양성 

◦ 전통적인 임업 기술교육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은 우리 임업의 지속적인 발

전과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인재 

양성은 전혀 시도되고 있지 않아 향후 기술 적용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보임. 임업이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발

전하려면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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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예비 임업인이나 임업인 관련 

역량 강화 등 융·복합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함.

-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IoT 환경을 바탕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를 통한 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활용 등 교육을 실시해야 함.

- ICT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

고, 관련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창업 사례를 홍보하면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함.

◦ 임업인 훈련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IT 등 융·복합 교과목을 필수 편성

하여 전문적인 정보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과대학에서 교육하는 전자·정보 통신분야의 학문과 기술을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 및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지식

도 습득하고, 전자·정보통신 전문지식을 갖추어 실무형 전문인력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스마트 시스템, 장비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4차 산업기술을 임업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ICT, 빅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현장에 투입

시켜 기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 필요함. 

나. 산림자원 조사 및 관리 

◦ 우리나라는 수많은 수종이 분포하는 혼효림의 산림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전통적 측정 방식으로는 노동력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위험요소가 많음.

- 산림자원 조사는 대부분 인력조사에 의존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산림 현장조사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큼.

- 자원 관리 면에서도 산림사업 정보가 구축되고 있으나, 국유림에 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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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 공·사유림까지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우선 국유림에 대해 IoT, LiDAR, 3D 스캐닝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

한 산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향후 AI를 기반으로 한 미래 산

림 경영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조림부터 벌채, 매각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이력과 경영 정보 

등으로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해야 함.

-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 경영 및 온실가스 흡수량 변화 

관리, 임산물·목재수급 예측 등 맞춤형 임업 경영을 지원할 수 있음.

- 수집된 빅데이터를 국가기준으로 표준화 시켜 모든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게 해야하고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으로 활용도를 높혀야 함.

◦ 이를 사유림까지 확대해야 하는데 산림자원과 산림공간에 대한 정보 축적

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산림 경영 컨설팅에도 활용해야 함. 임업인에게

는 경사, 방위, 토양정보, 수목 등 경영목적에 맞는 산지를 분석하여 맞춤형 

전문 임업 컨설팅이 가능하고, 숲 가꾸기와 조림과 같은 사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다. 관련 R&D 구축

◦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임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적용기술과 

응용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R&D 사업이 매우 중요함. 

◦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최적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

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R&D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

부가 투자해야 함. 

- 예를 들어, 임산물 재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풍향, 온도, 

습도 등의 기후 조건과 임산물의 생육 상황, 재배 특성, 유통 경로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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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각 품목별 재배 및 유통 현

황 등을 상세히 연구한 자료들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기초연구 강화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는 모든 부문에서 가

장 기본임.

◦ LiDAR 스캐닝 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산림재해 예찰 및 자원조사 등과 같

은 신성장산업분야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 및 투자를 해야 함.

- IoT, 센서, 드론, 항공사진의 영상패턴 인식을 통한 산림 조사 시스템 구

축 및 드론을 활용한 산림 예찰.

- 목재 생산 및 가공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목재산업 고부가가치화.

- ICT 및 빅데이터 기반의 임산물 생산, 유통, 소비 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에게 맞춤형 수요 정보 제공.

- 위치기반의 자연휴양림 이용 고객 서비스 강화 및 감성기반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개인별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구축 등.

◦ IoT,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임업분야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는 민간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과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을 추진해야 함.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은 기술 격차가 크기 때문에 LiDAR 시스템 이

용과 같이 비용 문제 등으로 민간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정부가 적극적

으로 투자하고,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함.

◦ 현재 우리나라의 임업 환경은 다양한 기술이 보급되어도 현장에 쉽게 적용

시키기 어려운 실정으로 기술 적용을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시급히 개선

할 필요가 있음.

- 첨단기술 적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테스트 베드 개발 관련 지

원이 필요함.



58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산림분야 최종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개

발이 필요함.

- 사용이 편리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으로 최종수요자가 기술의 이

용이 편리하도록 해야함.

- 스마트 양묘·온실 시스템을 이용하는 생산자, 산림 휴양·치유 프로그램 

이용자, 임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 산림재해 위험지역 인근 거주자 등 

다양한 최종 수요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라. 법과 제도 개선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및 활용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체계가 정비되

어야 하고 법과 규제를 개선하여 잘 적용되도록 관리해야 함. 

◦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인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추진 주체, 방향, 법·제도적 

쟁점 등을 분석해서 국내 산업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외국 법·제도적 사례, 기술 발전을 위한 방향성 등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서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4차 산업기술의 적

용 및 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발전과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유연

성 제고, 사회 안정망 강화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고 기술 발달에 따른 

고용 불안 등 부정적 요인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기술 적용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각종 

법·규제와 인허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함.

- 무인항공기의 경우 본체 무게가 12kg을 초과하면 지방항공청에, 전체 중

량이 25kg을 초과하면 교통안전공단에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함. 또한 비

행이나 촬영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도 150m 이상 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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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제가 있음. 스캐닝 장비를 장착한 드론의 무

게는 허용치를 초과하기 쉬우며 산림작업의 특성상 고도 150m 이상 비

행이 빈번하기에 이러한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 임업에는 아직까지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리딩 기업 및 스타트업이 부족

하기 때문에 AI, 빅데이터, IoT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임업인 육성 및 혁신

적인 스타트업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과 규제 개혁이 필요함.

- 스마트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임업인들에게 적극적 투자 및 개발이 가능

하도록 세제 혜택, 저금리 자금 대출 등의 유인책 제공이 필요함. 

◦ 임업분야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주요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및 

서비스 의 안정성, 효용성 등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기반의 규제 

정비가 필요함.

- 인공지능에 의한 산출물,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지적 재산권 정립 및 표절, 불법 복제, 기술 탈취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

호 필요함.





제4 장

4차 산업기술 임업분야별 적용 가능성 및 전략

1. 해외 동향 및 국내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 4차 산업혁명이 국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정부에

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지만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비해 다소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미국, 일본 및 중국은 자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임업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음.

- 미국은 ICT의 강점을 다양한 산업에 이식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 하고 있음. 농업분야에서는 자율주행 트랙터, 인공지능 제

초 로봇, 농업 빅데이터 정보망, 농작물 질병 원인 애플리케이션 등의 개

발과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일본은 로봇 등 원천기술과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두고 4차 산업혁명의 선

도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농림수산업 혁신을 위한 로봇·ICT를 활용한 차세

대 농업 등을 추진하고 농림수산성 내 스마트농업의 실현을 위한 연구회 

설치 및 로봇 신전략을 통한 무인농기계 실용화 방침을 마련했음. 민간에

서도 자율주행 트랙터, 농약 살포용 드론, 농업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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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이력추적 서비스 등 농업분야 스마트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있음. 

-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거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다른 선진국들

을 빠르게 추격 중임. 중·장기 산업육성을 위한 ‘인터넷 플러스정책’, ‘중

국 제조 2025 전략’ 등을 통해 스마트 산업 및 서비스화를 실현하고, 스

마트 농업 확대를 위해 ‘전국 농업 현대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일부 기업은 선진국과 경쟁구도를 형성할 만큼 성장하였음.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드론 기업과 전자상거래의 대표 기업인 알리바바 등은 농업

분야 혁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내 연구기관16의 평가에 따르면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IoT, 빅데이터, AI 

등의 국내 수준은 미국 대비 약 70~80%로 EU와 일본은 각각 86~88%, 

81~87% 수준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함.

◦ 해외 연구기관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세계 25위

로 평가하였음. 이는 스위스(1위), 싱가포르(2위), 미국(5위), 일본(12위) 등

에 비해 대응 역량이 뒤처져 있음을 알 수 있음. 

- 항목별로는 노동 유연성, 정리해고 비용, 법률 시스템, 교육 시스템의 질 

등의 평가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고등학교 취학률, 물적 인

프라 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IoT 100 85.6 82.9 70.6 80.9

빅데이터 100 88.9 87.7 66.4 77.9

AI 100 86.8 81.9 66.1 70.5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www.kistep.com: 2017. 7. 2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www.iitp.kr: 2017. 7. 25.).

<표 4-1> 경쟁국 대비 상대적 기술 수준

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검색일: 2017. 7. 25.

17 World Economic Forum. <www.weforum.org>. 검색일: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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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순위

◦ 노동 유연성 83

  - 임금 결정의 유연성 66

  - 정리해고 비용 117

◦ 법률시스템 62

  - 지적재산권 보호 52

  - 사법부 독립성 69

◦ 인프라 20

  - 물적 인프라(수송·전력·전화 등) 13

  - 기술 수용 적극성 27

◦ 숙련도 23

  - 고등학교 취학률 2

  - 교육시스템의 질 66

◦ 교육 19

  - 과학연구기관의 질 27

  - 기업의 R&D 지출 21

자료: World Economic Fourm(www.weforum.org: 2017. 7. 25.).

<표 4-2> 4차 산업혁명 분야별 대응 역량

 

2. 4차 산업기술 임업분야별 수준 및 적용 가능성

◦ 현재 임업분야에서는 IoT, 빅데이터,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자원 관리 및 

경영, 산림재해 관리, 산림 휴양 서비스 등에 대해 정책 및 R&D를 추진 중

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됨. 특히 관련 시장은 민간

의 관여가 적고 형성 자체도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부분별로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분별 지원 

및 투자정도를 판단해야 함. 앞서 소개하였던 4차 산업혁명기술을 임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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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적용한 사례와 4차 산업기술의 부문별 적용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3>과 같음. 

◦ 4차 산업기술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임업분야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음. 4차 산업기술이 현재 적용되고 있거나 향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별 기술의 개수는 빅데이터가 18가지로 가장 많았고, 로봇공학 13가지, 

ICT 9가지, 인공지능 8가지, IoT 7가지 순이었음.    

구분 산림자원경영 및 관리(12) 임산물 유통 및 소비(8) 임산물 생산(11) 재해 및 병충해 관리(16) 산림 서비스(8)

IoT

(7)
- 산림 경영 예측 시스템

- 유비쿼터스 푸드 

시스템

- 스마트 양묘, 스마트 

온실 시스템

- 산림재해통합 

관리시스템

- 원격진단시스템

- 등산도우미 

애플리케이션

- 전국 휴양림 

표준데이터

로봇

공학

(13)

- 스마트 양묘

- 시드 밤 로봇

- 무인항공기

- LandTrendr 프로그램

- 3D 레이저 스캐닝

- 창고·점포 재고 관리 

로봇

- 수확 자동화 로봇

- 가지치기 로봇

- 목재 가공 로봇

- 산불 감시 로봇

- 무인항공기

- 3D 레이저 스캐닝

- 산림병해충 탐지 

자동화기술

빅

데이터

(18)

- 세계 산림 감시 시스템

- LandTrendr 프로그램

- 산림 경영 예측 시스템

- 유비쿼터스 푸드 

시스템

- 임산물 유통 및 소비 

플랫폼

- 임산물 생산지도

- 임산물 작황 정보 

서비스

- 정밀임업

- 세계 산림 감시 시스템

- 산림재해통합 

관리시스템

- 산불위험예보 시스템

- 산불지도 알고리즘

- 산림병해충 탐지 

자동화기술

- 산사태 피해 탐지 

시스템

- 산림정보 다드림

- 등산도우미 

애플리케이션

- 전국 휴양림 

표준데이터

- 감성분석 시스템

- 맞춤형 산림복지

인공

지능

(8)

- 산림 자원 감시 시스템

- 산림 경영 예측 시스템

- 물류 자동화 시스템

- 무인편의점

- 목재 운반 자율주행 

차량

- 창고·점포 재고 관리 

로봇
- 산림재해 예측 시스템

- 맞춤형 산림복지 

시스템

ICT

(9)
- LiDAR 시스템

- 유비쿼터스 푸드 

시스템

- 스마트 양묘

- 임산물 작황 정보 

서비스

- 정밀임업

- 산림재해통합 

관리시스템

- 산불위험예보 시스템

- 산림병해충 탐지 

자동화기술

- 등산도우미 

애플리케이션

자료: 저자 직접 작성.

<표 4-3> 4차 산업기술 임업분야별 적용 현황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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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는 산림 경영 및 관리부터 산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필요한 기술임을 알 수 있음. 특히 재해 및 병충해 관리 분야에 기술이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 개발이 더 이루어져야 할 부분임. 

- 로봇공학 기술은 산림자원 경영 및 관리와 재해 및 병충해 관리에 적용

될 수 있음. 스마트 양묘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로봇, 무인항공기, 산림 

작업용 수확자동화 로봇, 가지치기 로봇, 목재 가공 로봇 등이 포함됨. 재

해 및 병충해 관리부문에서는 산림모니터링을 위한 무인항공기가 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ICT 기술분야는 모든 임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음. 

산림자원 조사를 위한 LiDAR 시스템을 포함하여 산림 서비스 중 하나

인 등산 도우미 애플리케이션까지 폭이 매우 넓음. 현재의 기술 수준으

로는 산림재해 및 병해충 관리분야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여짐. 

- IoT 기술도 대부분 임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아직

까지 산림자원 경영부문이나 임산물 유통 및 소비, 임산물 생산에 적용

된 사례는 별로 없지만, IoT는 사물과 사물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특성으로 향후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짐. 

- 인공지능 기술도 모든 임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함. 물류자동화 시스템, 무

인편의점, 점포 재고 관리 로봇, 산림재해 통합관리 시스템, 맞춤형 산림

복지 시스템 등에 적용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임. 더

불어 산림 자원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적용하면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임업분야의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정도를 판단해본다면 재해 및 병충해 관리 

부문의 적용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고, 산림 자원 경영 및 관리, 임산물 생

산, 산림 서비스, 임산물 유통 및 소비 순으로 나타남. 이는 국민들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해 관리 부문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

선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기술이 임업의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지 



66

않고 임업 전반적인 분야에 적용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

음. 하지만 임산물 유통 및 소비분야 등 시초단계에 불과한 분야에 대한 관

심과 기술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전략

◦ 임업분야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SWOT 분석을 통해 전략

을 구성하여 살펴보았음. 

- 임업분야에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강점(Strength)으로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갖춘 IT 선진국이라는 점, 넓은 산림 면적과 청정 산림 자원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임산물 재배에 유리한 기후환경, 국가적 가치가 

큰 산림지대와 명산이 있다는 점임. 

- 약점(Weakness)은 임업 분야에 고품질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가 부족하다는 점, 노동집약적 산업에 머물러 있다는 점, 임업 내 전문가 

부족과 기존 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세대교체 문제, 국내 임산물 소비 정

체, 임산 부산물의 생산량 변동 폭이 큰 점임. 

- 기회(Opportunity)는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향상으로 우수 품질 임산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생활양식과 인식의 변화로 도시와 

산촌 교류가 증가한 점, 친환경 임산물·웰빙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임. 

- 위협(Threat)은 기후 등 자연적 요인에 따른 임산물 생산이 불규칙하다는 

점, 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 임산물 수입 확대 등임. 

◦ SWOT 전략 분석에 따라 기회를 이용하여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SO 전략, 

강점을 이용해 위협을 최소화하는 ST 전략, 기회를 이용하여 약점을 줄이

는 WO 전략, 위협으로 인해 약점이 더욱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WT 전

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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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전략은 사물 인터넷 및 ICT의 강점을 활용한 임산물 경쟁력을 강화하

는 것, 산림재해 및 병충해 관리에 집중된 기술을 임산업 전 분야로 분산을 

유도하는 것, IoT 기반 스마트 산림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 등임.

- ST 전략은 스마트 양묘 시스템 활용한 임산물 생산의 계절적 취약성 보

완 및 품질 향상, 해외 임산물에 대응하는 청정 임산물 개발 등임.

- WO 전략은 임업 빅데이터 생산 및 수집을 통한 인프라 기반 조성, 산림 

서비스 분야 등의 임업 전문가 창출, 직거래, 이력관리 등의 임산물 생

산·유통 플랫폼 구축, 유비쿼터스 푸드 시스템·작황 서비스를 이용한 임

산물 소비 진흥 정책 등임. 

             내부환경

외부환경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초고속 인터넷망 IT 선진국

- 넓은 산림 면적과 청정 산림 자원, 풍부

한 임산물 

- 임산물 재배에 유리한 기후환경

- 국가적 가치가 큰 산림지대와 명산

- 임업분야 고품질 데이터 인프라 부족

- 노동집약적 산업

- 임업 전문가 부족 및 고령화

- 임산물 소비 정체

- 특화 임산물(송이, 산채류 등)의 생산량 

변동 폭이 큼

기회(Opportunity) SO 전략 WO 전략

- 소득 수준 향상으로 우수 품질 임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 생활양식과 인식의 변화로 도시와 산촌 

교류 증가

- 친환경임산물, 웰빙식품 소비 증대

- 사물인터넷 및 ICT의 강점을 활용한 임

산물 경쟁력 강화

- 산림재해 및 병충해 관리에 집중된 기술

을 임산업 전 분야 분산 유도

- IoT 기반 스마트 산림 관리 기술 개발 전

략 수립

- 임업 빅데이터 생산 및 수집을 통한 인프

라 기반 조성

- 산림 서비스 분야 등의 임업 전문가 창출

- 직거래, 이력 관리 등의 임산물 생산·유

통 플랫폼 구축

- 유비쿼터스 푸드 시스템, 작황 서비스를 

이용한 맞춤형 임산물 소비 진흥 정책

위협(Threat) ST 전략 WT 전략

- 기후 등 자연적 요인에 따른 임산물 생산

의 불규칙성

- 시장개방에 따른 해외 임산물 수입 확대

- 스마트 양묘·온실 시스템 활용한 임산물 

생산의 계절적 취약성 보완 및 품질 향상

- 해외 임산물에 대응하는 청정 임산물 개발 

- 지속적인 개발 

- R&D 투자 및 초기 시장 구축을 위한 플

랫폼 구성 및 지원

- 임업 범위 확대, 행위규제 정비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자료: 저자 직접 작성. 

<표 4-4> 임업분야 4차 산업기술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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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 전략은 지속적인 개발, R&D 투자 및 초기 시장 구축을 위한 플랫폼 

구성 및 지원, 임업 범위 확대, 행위규제 정비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임. 

◦ 임업 분야에 4차 산업기술 적용 시 단기적인 정책적 효과를 위해 현재 기술

발전과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재해 및 병충해 관리 분야에서 임산물 유통 및 

소비와 임산물 생산 등으로의 분산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타 분야에 비해 재해 및 병충해 관리에는 IoT, 로봇공학, 빅데이터, ICT 

등 주요 핵심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그러나 아직까지 임산물 유통 및 소비, 생산분야에는 구체적 기술 적용 

사례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향

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정부의 R&D 투자 및 시장 구축 지원이 필요

하고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음. 

- IoT 센서·드론·항공사진의 영상패턴 인식을 통한 산림 조사 시스템 구축

- 드론 등 무인기를 활용한 산림 예찰 및 원격 산림 조사 관리

- 산림병해충 발생 예측 시스템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병해충 원격 

판독 시스템

- ICT, 빅데이터 기반의 임산물 생산·유통·소비 정보를 통해 생산자에게 

맞춤형 수요정보 제공을 위한 임산물 생산·유통망 시스템

- 개인 맞춤형 위치 기반의 자연휴양림 이용고객 서비스

- ICT 및 로봇을 활용한 원격 목재 벌채 등 임업경영 기계 및 운송기기 

개발 

- 산불·산사태 발생원인 규명 및 산림 복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장기적 정책 효과성을 위해 임업분야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임

업전문가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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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임업의 데이터를 확충하고 품질 제고 및 데이터 

간 연계 노력이 필요함. 

- 데이터 분석·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처리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데이터 처리 과정 신설 등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임업의 다양한 분야

에 데이터 사이언스 적용 확산을 유도해야 함. 

◦ 임업분야의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장이 자발적으로 조성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함. 민간의 자

율성을 높이면 창의적인 발상에 따른 기술개발과 도입으로 그 효과가 증대

될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 기반 조성 및 규제 정비가 필요함.

- 제한된 시·공간에서 신기술·신서비스 등의 안정성, 효용성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시범사업특별법｣ 제정

- 규제 돌파를 위한 ｢클라우드 진흥법｣18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의 사용 규제는 여전함. 따라서 신기술 활용 저해를 막는｢규제프리존특

별법｣19 제정이 필요    

◦ 플랫폼 생태계 및 신기술 확산 등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경쟁 정책, 인허가 기준 등이 필요함. 

- 공유경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소유경제 중심의 인허가 개선과 같이 인·

허가 기준 등이 미비한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1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은 2015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26550호로 제정되었으며, 2015년 9월 28

일 시행되었음. 

19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여야 공동발의로 2016년 3월 24일 국회에 제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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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4차 산업 중장기 전략

자료: 저자 직접 작성.      

◦ 4차 산업기술에 부합하는 지적 재산권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인공지능에 의한 산출물,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유

형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제도 정비

- 표절, 불법복제, 기술탈취 등 각종 지식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및 단속을 강화해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수요에 부합하는 임

업 실무 중심 교육 강화가 중요함. 

- 임업 현장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맞춤형 학과를 신설

하는 등 산학 연계 교육 확대



제5 장

요약 및 결론

◦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지능 정보기술이 경제·사회 및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임.

◦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정

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적극 투

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우리 사회에서 이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

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나 언론 등을 통해 홍보 및 교육이 추진되

고 있음. 

◦ 우리나라 산림 재적은 2015년 기준 146㎥/ha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

으나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종이 적고 임도시설, 기

계화 작업 등 산림 경영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임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임업부문에 적용한다면 생산부문에서 노동력 절

감, 단수 증가, 품질 향상, 병해충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 유통부문

에서는 물류비 절감, 수급 안정, 안정적인 품질 관리 등의 효과, 소비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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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는 등 임업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연구의 목적은 해외 선진기술 대비 국내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임업부문 적용 가능성 분석을 통해 임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임. 

◦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는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모

은 후에 네트워크를 통해 사물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인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생물학적 구조를 적용함에 따라 적응성과 유연성을 갖

추고 광범위한 업무를 처리할 만큼 활용도가 높은 로봇공학, 디지털 환경에

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 최적화 및 효율화 도모가 가

능한 빅데이터(Big Data), 컴퓨터 스스로 학습·분석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이 있음.

◦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사례로 현재 스마트 양묘 시스템이 있음. 스마트 양묘

는 시설양묘에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묘목의 최적 생육환경을 지원하는 시

스템으로 국내에서는 동부지방 산림청 연곡 양묘사업소에서 국내 최초로 

구축하였음. 시스템 구축으로 일반 노지양묘 대비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2배 

증가할 것이고, 노동력 절감에 따른 생산비용을 5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음. 해외기술의 대표적인 예로 캐나다 PRT 양묘장이 있

는데 전자동 환경제어온실로 묘목의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우량 묘목

을 연간 1억 8,000만 본 생산하고 있음.

◦ 로봇공학 기술 적용사례로 반경 5km 내에 있는 산불을 감지할 수 있는 산

림 감시 로봇인 인사이트 로보틱스, 수목의 GPS 좌표를 기록하고 종자 수

집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드 밤 로봇, 대규모 양묘장에서 수확작업에 활용되

는 수확 자동화 로봇, 수목의 가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가지치기 로봇 

등이 개발되어 있음.



73

◦ 빅데이터 기술 적용사례로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림재해 통합관리 시스템’

은 실시간 산악기상을 분석해 위험도 파악이 가능함. 세계자원연구소(WBI)

에서는 ‘세계 산림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각종 데이터를 바탕

으로 세계 산림지역 경영과 관리가 가능함. 휴양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등

산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위치기반 등산로 확인과 안내 서비스, 긴급구난 

서비스 등을 제공함.

◦ 인공지능 기술 적용사례로 목재 운반용 자율주행 차량과 임산물 물류 자동

화에 활용이 가능한 재고 관리 로봇 및 결제 편의성을 높인 핸드페이 시스

템이 상용화 단계에 있음.

◦ 정보통신 기술 적용사례로 스캐너 시스템이 있음. LiDAR는 대표적인 스캐

너 시스템으로 수종의 개별 관측 및 수고, 흉고 등의 정밀 측정이 가능함. 

스캐닝 기술 적용으로 산림 측정비용이 75%까지 감축되었으며 앞으로 임

업에서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무인항공기는 스캐너 시스템

과 접합하여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모니터링과 방제 등이 가능

하고 산림자원 조사·관리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되고 있음.

◦ 4차 산업기술 적용 목표는 스마트 임업을 구현하고, 임산업 발전 및 임업인 

소득을 향상시키며, 효율적인 산림 서비스 제공으로 임업의 선진화를 달성

하는 것임. 이를 위해 산림재해 관리, 첨단 임산업 육성, 산림 서비스 확대,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정비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함. 

◦ 산림재해 관리를 위해서는 드론, 스마트 계측기기 등 IoT 기반 스마트 기술 

개발 및 활용으로 산불,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 예찰, 조기 대응, 사후 관리 

등 효율적인 예방 및 대처가 필요함. 이를 위해 드론 운용을 위한 조직, 인

력, 예산 등의 정책 수립과 안전 운용을 위한 교육 및 안전 매뉴얼이 개발되

어야 하고, ICBM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및 운영체계 개발, 산림재해 통

합관리 시스템 확대 구축 및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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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임산물 생산·유통·소비까지 아우르는 플랫폼 

구축과 센서 및 장치제어 등 첨단시설을 통한 스마트 생산 시스템 개발, 맞

춤형 목재가공 기기 등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 양묘·야생화·표고

버섯 등 임산물 재배시설의 첨단화를 위한 ICT 기기의 표준화 및 확산이 

필요하고 온라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한 임산물 유통 및 

소비 플랫폼 구축, ICT 융합 유비쿼터스 푸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산림 서비스 확대를 위해 휴양, 치유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산림 서

비스 제공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개인 맞춤형 산림 운동을 제시하고, 의료기

관과 연계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으로 심리 치유 및 교육, 영양 관리가 이루

어져야 함. 

◦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임업, 임산업 분야와 관련된 전

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하고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 

타 산업과 융합연구 확대, 수집된 빅데이터로 국가 산림정보 통합 체계 시

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내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

해 보면 IoT, 빅데이터, AI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약 70~80%, EU와 일본 

대비 각각 86~88%, 81~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다보스 포럼(WEF)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은 세계 25위로, 1위 스위스, 2위 

싱가포르, 5위 미국, 12위 일본 등에 비해 아직 부족한 상황임.

◦ 4차 산업기술 임업분야별 수준 및 적용 가능성 분석 결과, 현재 임업분야에

서는 주요 기술을 활용한 산림 경영, 산림재해 관리, 산림 휴양 서비스 등에 

추진 중이나 초기단계인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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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분야별로 중점적인 지원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곳은 빅데이터가 18

가지로 가장 많았고, 로봇공학 13가지, ICT 9가지, 인공지능 8가지, IoT 7가

지 순이었음. 

◦ 4차 산업기술 적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구상의 일환으로 SWOT 분

석을 실시하였음. SO 전략은 사물 인터넷 및 ICT의 강점을 활용한 임산물 

경쟁력 강화, 산림재해 및 병충해 관리에 집중된 기술을 임산업 전 분야로 

분산 유도, IoT 기반 스마트 산림 기술 개발 전략 수립 등이 있음. ST 전략

은 스마트 양묘 시스템을 활용한 임산물 생산의 계절적 취약성 보완, 유비

쿼터스 푸드 시스템과 작황 서비스를 이용한 임산물 소비 진흥 정책, 해외 

임산물과의 경쟁에 대응하는 것임. WO 전략은 임업 빅데이터 생산 및 수집

을 통한 인프라 기반 조성, 산림 서비스 분야 등의 임업 전문가 창출, 직거

래 및 이력 관리가 가능한 임산물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등임. WT 전략은 

R&D 투자 및 초기 시장 구축을 위한 플랫폼 구성 및 지원, 지속적인 개발, 

임업 범위 확대, 행위 규제 정비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임. 

◦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IoT 센서와 드론을 활용한 산림 조사 시스템, 

ICT 기술을 접목한 임산물 생산·유통망 시스템과 원격 산림작업 시스템, 빅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휴양서비스 등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및 

시장 구축 지원이 필요함. 

◦ 장기적 정책 효과를 위해 임업분야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임업

전문 육성이 시급함.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확충하고 품질 제고 

및 데이터 간 연계가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임업분야에 데이터 사

이언스 적용 확산 유도가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장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이러

한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신제품 및 서비스 

등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 기반 조성 및 규제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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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생태계 및 신기술 확산 등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

고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경쟁 정책 및 인허가 기준 등이 필요함. 또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과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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