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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27-2007년간 우리나라 산림변천의 추세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으로 대표되는 산

림자원 통계와 인구자료를 재구성하였다. 평균 임목축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산림변천은 산림황폐기(1927-

1952), 산림정체기(1953-1972), 산림성장기(1973~2007)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산림면적은 연평균 0.05% 감

소하였다. 60% 이상의 높은 산림률을 유지한 국가로서 급격한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를 고려한다면 그리 큰 산림

감소라 할 수는 없다. ha 당 임목축적은 1952년 5.6 m3에서 2007년에는 97.8 m3로 17.5배 증가하였다. 특히, 인구 증

가에도 불구하고 1인 당 임목축적은 같은 기간 1.7 m3에서 12.9 m3로 7.4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무립목지는 331.5

만ha에서 16.5만ha로 감소하였다. 50년 이상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림면적의 큰 감소 없이 무립목지가 감소

하고 평균 임목축적이 계속 증가한 우리나라는 근대적 산림성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90~2005

년간 인구 1천만 명 이상, 산림률 10% 이상인 56개 국가 중 한국은 산림률이 높으면서도 산림전용이 매우 낮은 국

가로 분류되었다. 특히 산림률이 50% 이상인 국가 중 산림감소가 평균 이하인 유일한 개도국이었다. 

Abstract: Time series data on forest resources and population over the period from 1927 to 2007 were constructed and

analyzed in order to identify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forest transition in Korea. Korean forest transition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phases in terms of the average annual growing stock of forest; forest degradation

period (1927-1952), forest stagnation period (1953-1972) and forest growth period (1973-2007). Over the past

80 years forest area decreased 0.05% each year. The decreasing rate was very low, especially considering rapid

economic growth and increased population of Korea with over 60% of forest cover. Growing stock per hectare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5.6 m3 in 1952 to 97.8 m3 in 2007, or 17.5 times during 1952 to 2007. Despise of

increasing population and rapid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growing stock per capita has increased from 1.7

m3 in 1952 to 12.9 m3 in 2005 and un-stocked forest area decreased from 3,315 thousand ha to 165 thousand

ha during the same period. In this regard, Korea represents a case of modern forest growth. Among 56 countries

with more than 10 million of population and 10% or more of forest cover over the period 1990 to 2005, Korea

is classified as a country which has high forest cover but low deforestation rate. Also, Korea is the only

developing country which has 50% or more of forest cover and shows a below average deforestation rate. 

Key words : forest transition, environmental kuznets curve, modern forest growth

서 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1927~2007년간 산림면적 및 임

목축적으로 대표되는 산림자원 통계와 인구 자료를 재구

성하여 우리나라의 80년간 산림변천의 추세와 특징을 명

확히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927~1945년간 산림자원

통계를 남·북한으로 구분하여 식민지기 남한지역의 산

림자원 통계를 추정하고 대상기간 동안 비거나 부정확하

다고 판단되는 시기의 산림자원 통계는 부분적으로 추정

하였다. 본 연구의 또 하나의 목적은 1970년대 이후 한국

의 산림변천이 근대적 산림성장을 보였다는 것을 증명하

는 것이다. 이후 자세히 다루겠지만 근대적 산림성장이란

지속적인 경제성장하에서 장기간 인구 증가율 이상의 임

목축적 증가율을 보이는 성장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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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장기 산림자원 추세를 이

해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다. 산림은 장기간 다

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장기 통계

를 이용하여 산림변천(forest transition)을 이해해야 한다.

더군다나 해방 당시 남·북 지역 간 산림자원 분포의 불

균일성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해방과 함께

분단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식민지기와 현재

를 잇는 산림자원 통계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

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장기 산림자원 변천을 이해하고

향후 남·북한 간 비교 연구를 가능케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전쟁 이후 역사상 최악의 산림황폐화를

경험한 우리나라가 단 50년 만에 산림녹화에 성공한 결과

를 시·공간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시간적으론 80년간의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변천 과정을 통해, 공간적으론

1990~2005년간 세계 각국의 산림률과 산림면적 변화율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변천 과정 및 결과의 특성

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산림자원은 면적(area)과 밀도(density)라는 요소로 결정

된다. 즉, 산림면적(forest area)과 산림 1 ha 당 임목축적

(forest growing stock)은 각 국가, 지역의 산림 상태를 비

교할 수 있는 기본 지표라 할 수 있다. 같은 임목축적을

갖고 있다면 산림 면적이 클수록, 동일 면적을 갖고 있다

면 평균 임목축적이 높을수록 산림의 양적 상태가 양호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요인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은 인위적 활

동이다. 자연 상태의 산림 변천과 달리 인간의 간섭과 활

동이 산림에 가해지면서 산림은 자연 변천과 다른 경로를

겪게 된다. 인간의 산림에 대한 간섭은 인구수와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유형과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일반적이

라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산림전용(deforestation) 및 목재

수요가 증가한다. 또한 경제 성장 초기에는 목재를 벌채

하여 소득 및 국내총생산을 늘리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

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요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

적으로 보여주는 가정이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로 줄여 말함)’이다. EKC는 환경 악화(environmental

degradation)와 1인 당 소득의 다양한 지표 간 관계를 가정

한 곡선이다(Stern, 2003). 경제 성장 초기에는 환경 악화

와 오염 물질이 증가되나 일정 시점 이후는 도리어 경제

성장을 하면서 환경 악화가 개선되고 오염 물질이 감소된

다는 가정이다(그림 1). 이를 원용하면 산림환경 악화를

대표하는 산림전용과 1인 당 GDP의 변화로 이러한 가정

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처한 환경의 차이

로 산림면적이 감소에서 증가 추세로 전환되는 특정한 경

제 수준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인도

의 1인 당 GDP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 차이는 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인구 및 산

림률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인

도는 산림률이 21%~22%에 불과할 정도로 1990년 이전

시기에 산림감소가 발생한 국가이다. 또한 1인 당 산림면

적 역시 각각 0.15 ha, 0.06 ha로 브라질 및 인도네시아의

2.56 ha, 0.40 ha에 비해 매우 낮다. 즉, 산림자원이 인구에

비해 적은 국가는 똑 같은 산림감소가 발생하더라도 더

큰 자연적, 환경적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 인도는 국가 경제력의 성장을 바탕으로 1인 당 소

득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낮을지라도 산림자원 증진에 산

림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70

표 1. 주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산림변화 추세.

국 가

1인 당 GDP (US$ / 인)
산림변화율(%)

(1990-2005)
산림률(%)

(2005)

1인당산림
면적(ha/인)

(2005)1990 2005 GDP 증감률(%)
(1990-2005)

중 국  340  1,705 26.8 1.70 21.2 0.15

인 도  375  733  6.4 0.39 22.8 0.06

브 라 질 2,990  4,734  3.9 -0.54 56.5 2.56

인도네시아  632  1,288  6.9 -1.61 48.8 0.40

한 국 5,912 16,551 12.0 -0.11 63.5 0.13

출처 : GDP 자료는 <http://www.un.org/esa/population/publications), 산림변화율 및 산림률은 <FAO. 2005.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그림 1.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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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1인 당 GDP가 300달러 미만일 때 산림녹화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였던 이유 역시 1인 당 산림면적이 0.13 ha

로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1948~1990년간 FAO에 제출된 국가보고서에 포함

된 산림면적(forest cover)의 변천을 분석한 결과 감소 경

향을 나타나는 시점부터 최저점인 T1까지의 연평균 산림

감소율이 T1 이후의 연평균 산림증가율의 약 2배가 된다

는 것을 발견했다(Rudal, 1998). 즉, 최저점을 사이에 두고

산림감소율이 산림증가율에 비해 2배나 높은 경향을 보였

다는 것이다. 

이상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우리

나라의 지난 80년간 산림자원의 변천 경로 및 특성을 파

악할 수 있는 지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산림의 양

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산림률, 산림변화율, 산림의

질적 상태를 대표하는 지표로  ha 당 임목축적, 근대적 산

림 성장을 대표하는 지표로 1인 당 임목축적을 선정하였

다. 특히 1인 당 임목축적 지표는 쿠즈네츠의 근대적 경제

성장 정의를 원용한 것이다. 쿠즈네츠는 인구가 증가하면

서 1인 당 생산의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근대

적 경제성장(modern economic growth)이라 정의하였다

(Kuznets, 1966). 이런 정의를 원용한다면, 안정된 산림면

적의 유지와 경제성장을 동반한 1인 당 임목축적의 장기

간 증가 현상을 ‘근대적 산림성장’(modern forest growth)

이라 정의하고 1인 당 임목축적을 근대적 산림성장을 대

표하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본 론

1. 1927~2007년간 우리나라의 산림변천

1) 산림자원 통계의 재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1927~2007년간 산림면적, 임목축적, 인구 자료를 수집하

고 비어 있는 시기의 자료 및 불확실한 자료는 이동평균

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표 2 참조). 최초 연도를 1927

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1924년까지 전국 단위의 林野調査

事業(1917-1924)이 완료된 이후 연속적인 산림자원 통계

가 ‘朝鮮總督府統計年報’ 및 ‘林野統計’로 제시되는 최초

시기이기 때문이다. 1910년 ‘林籍調査事業’ 결과를 바탕

으로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제시된 산림면적 및 임목축

적은 자료 신뢰성이 낮아 제외하였다(배재수, 2000). 식민

지기와 해방 이후 분단된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통계를 연

결하기 위해 강원도의 산림면적, 임목축적, 인구를 남·북

표 2. 우리나라 산림자원 통계 재구성 및 추정.

항 목 연 도 인용자료 인용 또는 추정

산림면적/
임목축적

1927~1943, 1945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27~1943)
*척체(尺締) = 0.334 m3 환산

인용. 강원도의 경우 분단 시 남북한 분할 비율인 63%
: 37%를 일괄 적용
1928~1930년, 1932~1933년 임목축적은 1927~1931년,
1931~1934년 연평균 임목축적변화율로 추정

1948, 1952, 1953
1964~1966 한국임정연구회. 1975. 치산녹화30년사 인용.

1967~2007 임업통계연보(1968~2007) 인용.

1944~1947 추정. 1943~1948년간 연평균 산림면적변화율/임목축
적변화율로 추정 

1949~1951 추정. 1948~1952년간 연평균 산림면적변화율/임목축
적변화율로 추정

1954~1963 추정. 1953~1964년간 연평균 산림면적변화율/임목축
적변화율로 추정

인 구

1927~1943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27~1943)
인용. 강원도의 경우 분단 시 남북한 분할 비율인 63%
: 37%를 일괄 적용 

1944 임업통계연보(1980) 인용

1945 1944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추정

1946~1949 한국은행. 1970. 경제통계연보 인용

1960~2007 통계청(2009) 인용

1950~1959 추정. 1950~1960년간 연평균 인구변화율로 추정

그림 2. 산림 변천 (Rud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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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단 면적 비율인 63%, 37%씩 남·북한에 동일 비율

로 포함되었다고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산림면적과 달리

도별 임목축적 자료는 1927년과 1931년은 ‘朝鮮總督府 林

野統計’에, 1934~1943년은 ‘朝鮮總督府統計年報’에 게재

되어 있다. 1928~1930년 도별 임목축적은 1927~1931년간

연평균 임목축적 변화율만큼 변화한다는 가정 하에 추정

하였다. 1932~1933년간 도별 임목축적 역시 같은 방법으

로 1931~1934년간 연평균 임목축적 변화율만큼 변화한다

는 가정 하에 추정하였다.

해방 이후 1963년까지 산림자원통계는 매우 불확실하

다. 해방 이후 최초의 산림자원 통계는 1948년 약 689만

정보, 임목축적 62백만m3로 추정되었다(한국임정연구회,

1975). 당시 통계는 “조선총독부가 1944년에 발표한 산림

통계를 기초로 하여 경기도와 강원도만은 삼팔선 이남의

시군에 대한 산림면적과 산림축적을 추정 집계”(한국임정

연구회, 전게서)한 결과였다. 이후 한국임정연구회가 발간

한 ‘治山綠化30年史’에는 ‘임업통계연보’에 포함되지 않

는 1952~1963년의 산림자원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1964

년 이후 자료는 1960~1963년간 실시한 ‘전국임야실태조

사’ 결과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신뢰할만한 자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952~1963년간의 산림자원 통계의 신뢰

성은 매우 떨어진다. 한국전쟁이 종료된 1953년도 산림자

원 통계는 “1953년에는 각 시도 및 전직하였든 산림공무

원이 소유하는 각종 산림통계와 기록물을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각 시도별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을 추정”(한

국임정연구회, 전게서, p.146)한 결과 산림면적은 680만

정보, 입목축적은 46백만m3로 제시되었다. 이후 통계는 생

장률을 4.5%로 하고 연간 벌채허가량을 뺀 결과를 기본

통계로 제시하였다(전게서, p.146). 당시에도 “이와 같은

산출방식은 일선 공무원들의 재량이 많고 또 그 당시 심

하였든 害蟲被害에 의한 減蓄量과 盜伐被害量이 適量 고

려되지 않아 현실 山林蓄積은 년년히 감소됨에도 불구하

고 통계상으로는 증가 일로로서 1960년에는 山林蓄積이

1953년에 비하여 약 배에 달하는 8千萬m3에 이르렀다”(전

게서, p.146)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1953년과 1964년의 산림자원 통계가 상대

적으로 신뢰할 만한다고 판단하여 1953~1964년의 연평균

임목축적 변화율로 1954~1963년의 임목축적을 추정하였

다. 1964~1966년 산림자원 통계는 ‘치산녹화30년사’,

1967~2007년 산림자원 통계는 ‘임업통계연보’를 인용하

였다. 식민지기 및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통계는 ‘조

선총독부통계연보’와 통계청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다. 단,

1950~1959년의 인구는 1949~1960년간 연평균 인구변화

율로 추정하였다.

2) 산림자원의 변천

앞서 ‘연구 방법’에서 가정한 방법대로 1927~2007년간

산림자원을 추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927~2007년간

산림면적은 연 평균 0.05%씩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임목

축적은 연평균 8.76%씩 증가하여 연평균 인구증가율

3.77%에 비해 2.3배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927~2007년간 우리나라 산림자원 변천을 살펴보기 위

표 3. 1927~2007년간 산림자원 변천.

연도
산림면적(천ha)

(A)
임목축적(천 m3)

(B)
인구(천명)

(C)
ha당 임목축적 (m3/ha) 

(B/A)
1인당 임목축적

 (m3/인) (B/C)

1927 6,632  77,969 12,056 11.8  6.47

1930 6,886  70,224 12,686 10.2  5.54

1935 6,847  74,140 13,676 10.8  5.42

1940 7,029  87,604 14,417 12.5  6.08

1945 6,834  74,372 15,879 10.9  4.68

1950 6,811  52,157 20,411  7.7  2.14

1955 6,755  49,428 21,526  7.3  2.30

1960 6,700  55,143 25,012  8.2  2.20

1965 6,668  61,746 28,704  9.3  2.15

1970 6,611  68,772 32,240 10.4  2.13

1975 6,567 105,352 35,280 16.0  2.99

1980 6,542 145,694 38,123 22.3  3.82

1985 6,511 179,380 40,805 27.6  4.40

1990 6,460 248,426 42,869 38.5  5.79

1995 6,451 308,325 45,092 47.8  6.84

2000 6,422 428,346 47,008 63.5  8.67

2005 6,393 506,376 48,294 79.2 10.49

2007 6,382 624,398 48,456 97.8 12.89

평균증감률(%)
(1927-2007)

-0.05 8.8 3.8 9.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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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ha 당 임목축적 및 1인 당 임목축적 추세를 그림으

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80년간의 장기추세로 볼 때

1927~1952년은 ha 및 1인 당 임목축적이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산림황폐기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같은 기간 연평

균 1인 당 임목축적은 -2.92%씩 감소하였다. 1953~1972

년 동안은 ha 당 임목축적은 약간씩 증가하나 연평균 1인

당 임목축적은 -0.03%로 정체하는 산림정체기로 볼 수 있

다. 즉, ha 당 임목축적은 증가하나 임목축적의 증가율만

큼 인구증가율 역시 증가하는 시기이다. 1973년 이후는

산림자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다. 특히 연평균 1인

당 임목축적은 이전 시기의 추세를 완전히 반전시켜 14.42%

씩 증가하였다. 편의상 이 시기를 1~2차 치산녹화사업이 추

진되었던 1973~1987년의 산림녹화기와 1988~2007년의 산

림성장기로 구분하였다. 이하 각 시기의 특징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1) 1945년 우리나라의 산림과 산림황폐기(1927~1945)

1945년 남북한 지역의 인구,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자

료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해방 이전 우리 산림의 모습

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45년 당시 남북한 지역의 인구, 산

림면적 및 임목축적을 표 4와 같이 추정하였다. 인구는 남

한이 북한에 비해 약 1.6배 많았으나 산림면적 및 임목축

적은 각각 북한의 70%, 57%로 낮았다. 1945년 남한의 ha

당 임목축적은 10.9 m3로 2007년에 비해 11%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산림자원이 빈약한 남한의 1인

당 임목축적은 4.7 m3로, 같은 시기 북한의 36%에 불과하

였다. 산림자원 통계가 정비된 1927년부터 1943년까지 북

한지역의 임목축적은 32.3%가 감소한 반면, 남한은 1.3%

만 감소하였다(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년차).

당시 상대적으로 풍부한 산림을 보유한 압록강, 두만강 유

역의 국유림이 이 시기 조선총독부의 식민재정 충당을 위

해 벌채되었기 때문이다(배재수, 1997). 

분단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산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먼저 남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산림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1945년 약 1,588만 명이었던 남한 인구는

1949년 2,019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해방 이후 해외 귀환

동포와 북한 주민의 이주로 인한 증가였다. 더군다나 남

그림 3.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변천(1927~2007).

표 4. 1945년 남북한 지역 인구, 산림자원 비교.

구 분
인구

(천명)
산림면적

(천ha)
임목축적

(천m3)
평균임목축적

(m3/ha)
1인당 임목축적

 (m3/인)

남한지역(A)  15,879*  6,834 **  74,372**  10.9  4.7

북한지역(B)  10,021*  9,700**  130,800**  13.5  13.1

(A/B)×100  158*  70**  57**  81  36.o

계  25,900  16,534**  205,172**  12.4  7.9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의 1945년 인구는 1944년 인구와 동일하다고 가정. 1944년 남한 인구는 <산림청. 1980. 임업통계요람>,
북한인구는 <통계청. 1970. 경제통계연보> 남북한 총 인구에서 남한 인구를 빼서 구함.

**북한지역의 1945년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은 <UNDP. 2003. DPR KOREA : State of the Environmental 2003.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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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분단으로 가용할 목재 자원은 부족하였다. 인구 증가

와 이로 인한 목재수요의 압력은 그대로 남한 산림자원의

감소로 이어졌다. 

(2) 산림황폐·정체기(1946~1972)

인구의 급격한 증가, 빈약한 산림자원, 목질 연료재를

화석연료로 대체할 수 없는 빈약한 경제력, 혼란한 사회

질서 등으로 우리 산림은 점차 황폐되어 갔다. 1950년 발

발한 한국전쟁은 1927년 전국 단위 산림자원 통계가 작성

되기 시작한 이후 최악의 산림 상태를 만든 결정적인 원

인이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헐벗은 산림을 녹화하

기 위해 임정의 방향을 ① 애림사상(愛林思想)을 고취하

여 임목의 도난벌 방지, 보호의 확립을 기하며, ② 임목벌

채를 극력이 단속하고 식수조림을 장려하여 오식일벌주

의(五植一伐主義)를 견지하며, ③ 임산연료 이외의 연료

를 보급하기 위하여 토탄(土炭) 생산을 추진하여 우선 도

시연료에 대치한다는 3대 지표로 결정하였다(한국임정연

구회, 전게서, p.239). 그러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도 전

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모든 사업은 좌절되었다. 한국전

쟁기간이었던 1952년에는 임목축적이 1945년의 약 48%

정도에 불과한 3천6백만m3(한국임정연구회, 전게서, p.142)

로 감소하였다. 이후 산림녹화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

구하고 제1차 치산녹화10년계획이 착수되는 1973년이 되

어서야 겨우 1945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 

1945~1970년 동안 인구는 2배, 조림면적은 1946~1950

년 평균 약 5만ha에서 1966~1970년 평균 19만ha로 약 4

배, 1인당 국민소득(GNI)은 1953년 67달러에서 1970년

254달러로 3.8배 증가하였다. 반면 총 임목축적 및 평균

임목축적은 1952년 이후 더디게나마 증가하고 있었으나

1970년까지도 1945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산림녹

화를 위해 나무를 많이 심었으나 인구증가로 인한 목재수

요 증가와 농산촌의 가정용 연료재 사용 및 도·남벌로

인해 빠른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해방 직후 우리가 당면한 산림문제는 1960년대까지도

해결되지 못하였다. 화전, 황폐지 등 무립목지의 증가와

임목축적의 감소로 대표되는 산림황폐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대규모 조림, 화전정리사업 등을 통한 무립

목지의 재조림과 더 이상의 산림황폐화가 이루어지지 않

도록 연료재의 화석연료 대체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황폐의 윤회(輪廻)”1)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듯이 무립목

지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해당 지역주민이 연료재로 이

용하기 위해 벌채한다면 언젠가는 또 황폐될 수밖에 없었다. 

(3) 산림녹화기(1973~1987)

그림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ha 당 임목축적 및 1인

당 임목축적은 1973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 평균 임목축적은 1927년 이후 45년간 지속되어

오던 감소·정체 추세가 반전되어 장기간 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1인 당 임목축적 역시 인구 증가 추세를 추월

하였다. 1973년 반전된 이러한 추세는 2007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고 향후 인구의 정체·감소 추세와 임목축적

의 증가로 인해 이러한 증가 추세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

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많은 개발도상국이 겪었던 급격한 산림감소

없이 1950년대 산림면적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무립목지

를 입목지로 바꾸었다(배재수, 이기봉, 2006). 그 전환의

핵심은 1960년대 중반 이후의 고도경제성장, 치산녹화사

업으로 대표되는 산림녹화정책 및 통치자의 강력한 의지,

가정용 연료재의 화석연료 대체, 농산촌민의 도시로의 이

주와 같은 임업 외적인 요인과 대규모 조림사업 및 화전

정리사업의 성공과 같은 임업 내적인 요인 때문이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경제

표 5. 한국의 인구, 산림자원 및 1인당 GNI 변화 추세 (1945~1970).

구분
인구

(천명)
산림면적

(천ha)
임목축적

(천m3)
평균입목
축적(m3/ha)

1인당 임목
축적 (m3/인)

조림면적**
(ha/년)

1인당 
GNI($)

1945 15,879 6,834* 74,372* 10.9 4.7 -

1950 20,412 6,811* 52,157* 7.7 2.6 51,034

1955 21,526 6,756* 49,429* 7.3 2.3 62,914

1960 25,012 6,701 55,144* 8.2 2.2 118,988 79

1965 28,705 6,669* 61,746* 9.3 2.2 114,028

1970 32,241 6,611* 68,773* 10.4 2.1 190,276 254

*1950~1955년 산림면적, 1950~1960년의 임목축적 자료는 추정치임.
**5년 평균 조림면적임. 예를 들어 1950년 조림면적은 1946~1950년간 연평균 조림면적임.
출처 : 인구는 <http://www.kosis.kr>. 산림면적, 임목축적, 조림면적 자료는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각년차>. 1인당 GNI는 <http:/

/ecos.bok.or.kr>

1) “A지역에서 사방조림 기타로 성림되면 그 성림된 임목을 연료로 사용하여 황폐화되게 하고 그동안 B지역이 황폐되고 있었

으므로 사방조림으로 성림하게 된다. 부락민은 A지역의 성림을 파괴하고 B지역의 성림을 기다리고 또 파괴하게 된다. 국가

에서는 B지역의 황폐지를 복구하고, 또 A지역이 황폐되면 또 복구하게 되어 전임분의 성림을 볼 사이 없이 임산물채취는 계

속되어 산림이 복구를 볼 사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한국임정연구회, 전게서,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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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과 고도 경제성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1953

년의 국내총생산(GDP)인 11억 달러에 비해 1973년엔 약

11배, 1987년에는 108배나 성장하였다. 당시 산림황폐화

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가정용 연료재의 화석연료 대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도 “산에 나무를 하러가는

것보다 그 시간에 품을 팔아 그 임금으로 연탄을 구입하

는 것이 훨씬 유리”2)(오호성, 1993)하게 된 상황이 조성되

었기 때문이다. 화전정리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 역

시 화전민의 안정적 이주를 위한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국내 목재 수

요를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목재무역 자유

화의 진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산림황폐화

를 막는 기본 토대가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토대로 임업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 산림은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1970년

대 산림녹화사업의 성공 요인을 국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한 통치권자의 의지와 새마을사업, 경제개발사업, 국

토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한 치산녹화사업의 강력한 추진

(배재수, 2007)과 1970년대까지 산림황폐화의 직접적인 원

인이었던 막대한 가정용 연료재의 소비를 연탄, 석유, 가

스 등 화석연료로 대체한 결과였다(오호성, 1993; 배재수,

이기봉, 2006). 이 과정에서 1970년 이후 가정용 임산연료

를 주로 소비하는 농산촌 주민의 도시로의 대량 이주가

산림 감소를 막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배재수, 이

기봉, 2006). 이러한 임업 외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연평균

약 20만 ha의 대규모 조림사업과 화전정리사업(이기봉, 배

재수, 2007)이 효과를 발휘하였다. 1970년대는 1927년 이

전부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산림자원의 황폐화, 즉 평

균 임목축적이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전환점이었다.

(4) 산림성장기(1988~2007)

산림녹화기 이후 지금까지 산림자원 증가 추세를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은 없었다. 도리어 인구증가율의 둔화, 산

림의 공익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증대, 임목 생장량의

20% 수준에 머무는 벌채량 등으로 산림은 계속 증가하였

다. 더군다나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 산림의 평균 영급

은 25-30년으로, 임목 생장률이 가장 높은 시기였다. 2007

년 현재 ha 당 평균 임목축적은 1987년에 비해 3배나 증

가하였으며, 1인 당 임목축적 역시 같은 기간 4.8 m3에서

12.9 m3로 2.7배 상승하였다(그림 3 참조). 

향후 산림이 장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점차 임목 생장률

은 줄어들고 나무가 커짐에 따라 벌채량은 증가할 전망이

다(주린원 외, 2007). 그러나 인구 증가율 역시 계속 감소

하다 2019년부터 절대인구조차 감소될 전망(www.kosis.kr)

이다. 또한 우리나라 목재 생산량은 국제 경쟁력 약화가

지속되어 임목축적의 증가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

다(주린원 외. 전게서).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및 1인 당

임목축적은 장기간 성장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2. 1990~2005년간 산림률과 산림면적변화율로 본 한국

의 산림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산림변천 특성을 다른 국가와 비

교하기 위하여 1990~2005년간 산림률, 산림변화율, 인구,

GDP 자료를 수집하였다. 산림변화의 장기성을 고려할 경

우 더욱 장기간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나 전 세계 국가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FAO 세계산림자원평가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보고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 1990~2005년의 산림자원 자료를 활용하였다. 세

계의 모든 국가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산림변천 특성

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산림률 10% 이상,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국가를 추출하여 비교하였다(부록

1 참조).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1990~2005년간

산림변화율을 Y축으로, 2005년 산림률을 X축으로 하여

각 국가의 위치를 비교한 것이 그림 4이다. 총 56개 국가

의 2005년 평균 산림률은 35.5%, 1990~2005년간 연평균

산림변화율은 -0.21%였다(부록 1). 

I사 분면의 국가는 산림률이 평균 이상이면서도

1990~2005년간 산림이 평균 이하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국가이다. 일본은 산림률이 68.2%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산림률이 높음에

도 불구하고 산림 감소가 평균 이하인 국가로 분류되는데,

산림률이 50% 이상인 개도국 중 유일하게 산림감소가 평

균 이하인 국가였다. 일본과 한국은 인구밀도가 매우 높

은 국가이면서도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집중된 국가라

는 공통된 특성이 있다. I사 분면의 국가 중 베트남은 같

은 기간 산림이 연평균 2.54%가 증가하여 산림률이 평균

이상이면서 산림이 증가하는 유일한 개도국의 위치를 차

지하였다. 이 외 I사 분면에 위치한 국가는 포르투갈, 스

페인과 같은 선진국이었다. 

II사 분면의 국가는 산림률이 평균 이하이면서 같은 기

간 산림이 평균 이하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국가이다. 개

도국으로는 중국, 인도, 칠레, 선진국으로는 영국, 네덜란

드가 대표적이다. 15년이라는 단기간 자료라는 한계는 있

2) “1960년에는 농촌의 하루 임금으로 연탄 14개밖에 살 수 없었다. 그러나 65년에는 하루 임금으로 연탄을 22개 살 수 있었으

며 70년에는 32개를 살 수 있었다. 연탄 가격으로 환산한 농촌임금은 계속 증가하여 79년에는 하루 임금으로 97개의 연탄을

살 수 있었다.”(오호성, 전게서, p.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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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II사 분면의 국가는 산림감소의 최저점을 통과하여

점차 증가하는 국가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III사 분면의 국가는 산림률이 평균 이하이면서 같은 기

간 산림이 평균 이상으로 감소하는 국가이다. 우간다, 필리

핀, 나이지리아 등 17개 개도국이 여기에 속한다. III사 분

면의 국가는 산림률이 낮으면서도 계속해서 산림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며, 산림감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가

장 심각한 국가라 할 수 있다. 

IV사 분면의 국가는 산림률은 평균 이상이면서 같은 기

간 산림이 평균 이상으로 감소하는 국가이다. 대표적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북한을 들 수 있다. 산림

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임목축적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열대림을 보유한 국가들이 많으며, 산림전용으로 인해 생

물다양성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큰 국가들이다.

최근 기후변화협약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개도국 산

림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활동(RED)에 대

한 보상 및 인센티브를 주장하는 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2005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X축으로

1990~2005년간 산림변화율을 Y축으로 하여 국가 간 위치

를 나타낸 것이 그림 5이다. 베트남, 중국, 칠레, 인도 등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개도국은 1인 당 소득이 낮고 산림

감소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선진국은 벨기에,

호주를 예외로 하면 그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

국은 1인 당 소득 및 산림감소율 모두 선진국과 개도국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경제성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적

지 않은 예외가 있지만 1인 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

인 국가들 모두가 평균 산림변화율보다 낮은 산림감소율

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경제성장이 산림감소를 억제하는

필요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주요 국가의 산림률(2005) 및 산림변화율(1990~2005).

그림 5. 주요 국가의 1인 당 소득(2005)과 산림변화율(199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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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0년이 지났다. 지난 60년

동안 국가경제는 놀랍게 변화하였다. 1953년에 비해 2007

년 국내총생산은 746배, 무역규모는 1948년에 비해 3,167

배나 성장하였다(통계청, 2008, p.8). 2007년 무역규모는

7,283억 달러로 세계 11위다. 1996년에는 개도국을 지원

하는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변한 건 국가경제만

이 아니다. 육상 생태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의 변

화는 경제 성장의 추세와 거의 일치한다. 

1945년 683만ha를 차지했던 산림면적은 2007년 638만ha

로 약 45만ha가 감소하였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0.1%의 산림감소가 발생하였으나 높은 산림률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측면과 같은 기간 동안 매우 가파른 경제 성

장과 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그리 큰 감소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산림의 질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당 임목축적은 이

미 살펴보았듯이 최저 수준이었던 1952년 5.6 m3에서 2007

년에는 97.8 m3로 17.5배 증가하였다. 특히, 인구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 당 임목축적은 같은 기간 1.7 m3에

서 12.9 m3로 7.4배나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무립목지는

331.5만ha에서 16.5만ha로 감소하였다. 쿠즈네츠의 근대적

경제성장 이론을 원용할 경우, 50년 이상 지속적인 경제성

장하에서 산림면적의 큰 감소 없이 무립목지가 감소하고

평균 임목축적이 계속 증가한 우리나라는 앞서 가정한 ‘근

대적 산림성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임목축적이 감소·정체하던 추세는 1970년대 초에 극

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1960년대 중반 이후의 고도경

제성장, 1973년 제1차 치산녹화사업으로 대표되는 산림

녹화정책 및 통치자의 강력한 녹화 의지, 가정용 연료재

의 화석연료 대체, 농산촌민의 도시로의 이주와 대규모

조림사업 및 화전정리사업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낸 결

과였다. 덧붙여 산림률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브라질

과 인도네시아에 비해 중국과 인도와 같은 1인 당 임목

축적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당시 우리나라가 처한 매

우 열악한 산림 상태 때문이었다. 1970년대 초반의 우리

나라 산림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처럼 나무를 베어 소

득을 높일 수 있는 자원이 아니었다. 도리어 산림이 황

폐될 경우 추가적인 사회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

는 최악의 산림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당

시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산림자원을 늘

리는 강력한 산림자원 증진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이

를 시도하여 성공하였다.

한편, 1927년 남한지역의 ha당 임목축적은 11.8 m3에 불

과하였다. 산림자원의 특성 상 단기간 내에 급격한 변화

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1927년 이전 시기

부터 장기간 산림이 황폐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07

년 현재의 임목축적(97.8 m3)을 유지하였던 과거 시기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이전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1990~2005년간 인구 1천만 명 이상, 산림률

10% 이상인 56개 국가 중 한국은 산림률이 높으면서도 산

림전용이 일어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된다. 특히 산림률이

50% 이상인 국가 중 산림감소가 평균 이하인 유일한 개

도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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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요 국가의 산림률 및 산림면적 변화율.

연번 국가

국토면적
(2005)

(1000 ha)
(A)

산림 면적
산림률

B/A
(%)

산림면적
변화율

1990-2005
(%)

인구
(2005)

(1000명)

1인당 GDP
2005

(USD/인)

1990 2000 2005(B)

1000 1000 1000

1 Mali 122,019 14,072 13,072 12,572 10.3 -0.711 13,518  392

2 Netherlands 3,388 345 360 365 10.8 0.435 16,299 38,581

3 United Kingdom 24,088 2,611 2,793 2,845 11.8 0.697 59,668  37,405

4 Argentina 273,669 35,262 33,770 33,021 12.1 -0.424 38,747  4,728

5 Nigeria 91,077 17,234 13,137 11,089 12.2 -2.377 131,530  853

6 Ethiopia 100,000 15,114 13,705 13,000 13.0 -0.932 77,431  159

7 Turkey 76,963 9,680 10,052 10,175 13.2 0.384 73,193  6,613

8 Ukraine 57,935 9,274 9,510 9,575 16.5 0.254 46,481  1,853

9 Uganda 19,710 4,924 4,059 3,627 18.4 -1.756 28,816  303

10 China 932,742 157,141 177,001 197,290 21.2 1.703 1,315,844  1,705

11 Australia 768,230 167,904 164,645 163,678 21.3 -0.194 20,155 33,441

12 Chile 74,880 15,263 15,834 16,121 21.5 0.375 16,295  7,253

13 Hungary 9,210 1,801 1,907 1,976 21.5 0.589 10,098  10,943

14 Belgium 3,028 677 667 667 22.0 -0.148 10,419  35,634

15 Madagascar 58,154 13,692 13,023 12,838 22.1 -0.416 18,606  271

16 India 297,319 63,939 67,554 67,701 22.8 0.392 1,103,371  733

17 Philippines 29,817 10,574 7,949 7,162 24.0 -2.151 83,054  1,189

18 Ghana 22,754 7,448 6,094 5,517 24.2 -1.728 22,113  485

19 Mozambique 78,409 20,012 19,512 19,262 24.6 -0.250 19,792  332

20 Cuba 10,982 2,058 2,435 2,713 24.7 2.122 11,269  NA

21 Burkina Faso 27,360 7,154 6,914 6,794 24.8 -0.335 13,228  410

22 Nepal 14,300 4,817 3,900 3,636 25.4 -1.634 27,133  301

23 Romania 22,987 6,371 6,366 6,370 27.7 0.000 21,711  4,553

24 France 55,010 14,538 15,351 15,554 28.3 0.500 60,496  35,316

25 Thailand 51,089 15,965 14,814 14,520 28.4 -0.603 64,233  2,747

26 Sudan 237,600 76,381 70,491 67,546 28.4 -0.771 36,233  756

27 Greece 12,890 3,299 3,601 3,752 29.1 0.900 11,120  25,516

28 Sri Lanka 6,463 2,350 2,082 1,933 29.9 -1.183 20,743  1,177

29 Poland 30,629 8,881 9,059 9,192 30.0 0.200 385,300  7,889

30 Germany 34,895 10,741 11,076 11,076 31.7 0.312 82,689  33,704

31 C te d’Ivoire 31,800 10,222 10,328 10,405 32.7 0.119 18,154  900

32 Canada 922,097 310,134 310,134 310,134 33.6 0.000 32,268  35,073

33 Mexico 190,869 69,016 65,540 64,238 33.7 -0.462 107,029  7,173

34 Italy 29,411 8,383 9,447 9,979 33.9 1.200 58,093  30,464

35 Czech Republic 7,728 2,630 2,637 2,648 34.3 0.000 10,220  12,203

36 Spain 49,944 13,479 16,436 17,915 35.9 2.000 43,064 26,148

37 Malawi 9,408 3,896 3,567 3,402 36.2 -0.845 12,884  222

38 Guatemala 10,843 4,748 4,208 3,938 36.3 -1.137 12,599  2,166

39 Viet Nam 32,549 9,363 11,725 12,931 39.7 2.540 84,238  630

40 United Republic of Tanzania 88,359 41,441 37,318 35,257 39.9 -0.995 38,329  369

41 Portugal 9,150 3,099 3,583 3,783 41.3 1.500 10,495  17,648

42 Senegal 19,253 9,348 8,898 8,673 45.0 -0.481 11,658  745

43 Zimbabwe 38,685 22,234 19,105 17,540 45.3 -1.407 13,010  263

44 Cameroon 46,540 24,545 22,345 21,245 45.6 -0.896 16,322  1,016

45 Angola 124,670 60,976 59,728 59,104 47.4 -0.205 15,941  1,922

46 Russian Federation 1,688,850 808,950 809,268 808,790 47.9 0.000 143,202  5,339

47 Indonesia 181,157 116,567 97,852 88,495 48.8 -1.605 222,781  1,288

48 Myanmar 65,755 39,219 34,554 32,222 49.0 -1.189 50,519  NA

49 DPR of Korea 12,041 8,201 6,821 6,187 51.4 -1.637 22,488  NA

50 Brazil 845,942 520,027 493,213 477,698 56.5 -0.543 186,405  4,734

51 Zambia 74,339 49,124 44,676 42,452 57.1 -0.905 11,668  630

52 D. R. of the Congo 226,705 140,531 135,207 133,610 58.9 -0.328 57,549  123

53 Cambodia 17,652 12,946 11,541 10,447 59.2 -1.287 14,071  446

54 Republic of Korea 9,873 6,371 6,300 6,265 63.5 -0.111 47,817  16,551

55 Malaysia 32,855 22,376 21,591 20,890 63.6 -0.443 25,347  5,411

56 Japan 36,450 24,950 24,876 24,868 68.2 0.000 128,085 55,516

주 : 인구 1천만 명 이상, 산림률 10% 이상인 국가
출처 : 인구자료는 <www.un.org/esa/population/publications>. 산림자료는 <FAO. 2005.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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