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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림의 기능구분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개념이 

현재 국유림 관리계획에서 고려되는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98개 국유림의 경영계획구의 현재와 직전 기간의 

경영계획서를 활용하였다, 경영계획서상 전, 현차기의 경영계획구별 산림기능별 면적의 구성 비율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전차기, 현차기의 2개 그룹의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우선 검정하였다. 그 결과, 정규분포를 따르면 모수적 t-검정, 그

렇지 않은 경우 비모수적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은 목재생산림 경우가 해당되고,  

나머지 5가지 기능: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은 정규분포하지 않는다. t-

검정 또는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기능별 산림면적 비율의 변화를 보인 것은 목재생산림, 자연

환경보전림이었다. ‘생태계서비스’ 개념이 활발하게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에 시작된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서 부터

이다. 지방산림청별 지역산림계획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동부와 서부지방산림청 소관 지역산림계획에서는 위 개념에 대

한 언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3개 지방산림청의 계획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 change over time in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forests 
in relation to human demand for forests. The level in which the concept of ecosystem services has been considered 
in national forest management plans was also examined. A total of 98 current and previous national forest 
management plans were available for this study. The composition ratios of the six functions of forests in both the 
current and previous national forest management plans were surveyed. We used a parametric t-test when the mean 
values of two (current and previous) groups were normally distributed and used nonparametric Wilcoxon code rank 
test when the assumption of normality was not met. Timber production forests were shown to follow a normal 
distribution, while five others, including water regeneration forests, disaster prevention forests,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forests, recreation forests, and living environment conservation forests were not shown to follow a normal 
distribution. Timber production forests and natural environment forests show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forest area between previous and current forest management plans. The concept of ‘ecosystem services’ began to 
actively appear in the 6th Basic Forest Plan, which started in 2018. However, the level of frequency of the ecosystem 
services mentioned varied by Regional Fores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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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산림은 국가 차원의 산림관리 계획 등 여러 

차원의 방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산림관리자들은 산

림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산림

에 대한 다양한 수요들을 반영하고 있다.

산림은 목재생산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

라, 기후조절 등 환경적 편익과 휴양, 치유, 교육 등 복지

적 편익 등을 제공하고 있고(Ahn et al., 2013), 이러한 편

익을 통해 산림은 인류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산림

의 기능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산림에 대한 여러 수요들

을 충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이 발휘하는 기능들은 임산물생산기능 외에 수원

함양, 토사유출 방지, 토사붕괴 방지 등의 보안기능과 산

소공급, 대기정화, 방풍, 방사, 방설, 방진, 소음 방지 등

의 환경완화 안정기능, 야생조수보호기능 및 보건휴양기

능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기능에 대한 필요의 정

도는 국가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표출될 뿐 아니라, 산림

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시간적 추이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다(Ahn et al., 2013).

산림이 발휘하는 기능들에 대한 관심들의 많고 적음은 

시간에 따라 또는 관련 이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

근 기후변화 현상이 가속화함에 따라 산림의 환경적인 

측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하여 대

기정화 등 생태환경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관리가 국민들의 관심과 정책결정자들의 주목

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은 산림이 유엔기후변화협

약(UNFCCC)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라는 사

실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들과 이를 통해 충족되는 인간의 

수요는 지역 또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우리나라 산림관리에서 주요 산림의 기능들에 대한 

관심이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일

선 국유림관리 기관의 산림경영계획에서도 이들 산림의 

기능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산림의 기능들은 생태계서비스라는 폭넓은 관

점에서 조망되고 있는데, 산림이 육상생태계에서 차지

하는 면적 측면에서, 또한 발휘하고 있는 서비스의 양

적/질적 측면에서 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의 개념들이 향후 산림관리

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립된 국유림 산림경영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개념들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를 부차적으로 검토

하고자 한다. 

문헌 조사
 

1. 산림경영계획 관련

독일의 임학자인 Richter(1952)는 ‘산림경영계획학’을 

‘주기적으로 임분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산림경영계획

과 주기적인 효율성 검증을 의도하는 학문’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 개념정의에 따르면, 산림경영계획은 임분, 즉 

산림현장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조사결과를 토대

로 산림경영의 목적들을 감안하여 산림관리자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이행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그 성과를 점검하는 체계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 산림경영계획은 크게 소유권별로 공유림과 

사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과 국유림을 대상

으로 하는 국유림경영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들 경영계획

은 해당 경영계획구의 구체적인 사업과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경영계획은 국가적 또는 지역적인 관점에서의 종

합적인 계획, 예를 들면 산림기본계획(수립권자는 산림

청장), 지역산림계획(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 국유

림종합계획(국유림관리소장) 등에 근거를 두고 수립된다.

국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국유림경영계획은 관할 국유

림관리소장이 수립한다. 경영계획은 위에서 언급한 산림

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및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라 20년

마다 작성된다. 하나의 국유림관리소에 여러 개의 경영

계획구가 있을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 국유림경영계

획은 개별 경영계획구별로 작성된다.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영계획구의 산림

자원 현황이 주기적으로 조사된다. 조사결과는 산림경영 

방침을 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우

리나라 국유림의 경우 10년 주기로 산림현황이 조사되고 

있다. 산림조사를 통해 경영계획구에 대한 지황, 임황 및 

관련정보가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수집이 되고 있

다. 이때 활용되는 자료는 산림입지도, 임소반도, 적지적

수도, 위성사진, 항공사진 등이다(Ahn et al., 2013).

이러한 국유림의 산림조사 결과와 공, 사유림의 조사결

과들이 국가단위의 산림기본계획 수립시 참고가 된다. 

이러한 산림조사 결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림관리 중

장기 방침이 설정되는데 활용되는 것이다.

 

2. 산림의 기능별 구분 관련

국유림경영계획에서는 산림을 여섯 가지 기능으로 구

분하여 각 기능에 따라 시업과 관리의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Ahn et al., 2013). 이러한 산림의 기능별 구분은 

1992년 리우환경정상회의 이후 이어진 헬싱키프로세스

와 몬트리올프로세스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주

요 국제적 논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산림관리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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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에 대하여 갖고 있는 다양한 수요 즉, 경제적, 환

경적, 복지적 편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국유림의 기능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 훈령

(2015. 2)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이하 관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이 지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소유하는 산림에 적용되고 있다. 국, 공유림은 이 지침

에 의거하여 개별 산림의 기능을 정하고 있다. 개인 산주

들이 관리하는 사유림에도 이 관리지침은 권장되고 있다. 

국비 또는 지방비의 보조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사유림

은 이 지침의 영향을 일정 정도 받는다. 국유림은 산림관

리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별 구

분에 따른 국유림의 관리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모델

을 구현하는데 의미를 갖는다. 지자체 뿐 아니라 개인 산

주들에게 영향을 주어 전체적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한 산

림경영의 방침에 맞게 관리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관리지침에는 국유림 관리자가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지역 주민의 요구 등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산림의 기능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

관리자가 관리지침을 현장에서 이행할 때 개별 산림의 

기능구분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결정에는 여러 고려사항이 포함될 수 있어 관리자 입장

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가령, 개별 산림경영계획구

에 대하여 지역주민 또는 방문객 등 국민들의 요구사항

이 다를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임산물생산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역주민들에 반해, 자연 상태로 유

지를 통해 산림경관을 즐기려는 방문객들의 산림에 대한 

수요는 다를 수 있다.

관리지침은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임업분야는 

물론 일반 분야로 전달됨에 따라 산림자원 관리에 있어 

다양한 시각과 접근방식이 요구됨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

었다. 새로운 방식의 산림관리는 산림으로부터 생산되는 

목재 등 경제적 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의 산림자원 

관리의 개념에서 확장하여, 서비스 등 다양한 목적을 염

두에 두고 있다. 달리 말하면 지속적이고 건전한 산림생

태계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관리체계의 전환 방침은 관리지침에 서술되어 있는 

6개의 산림의 기능구분에 반영되어 있다.

위 관리지침내용에는 산림의 기능별 조성ㆍ관리 지침

이 서술되어 있다. 관리지침에는 산림의 6대 기능으로 (1) 

목재생산림, (2) 수원함양림, (3) 산지재해방지림, (4) 자

연환경보전림, (5) 산림휴양림, (6) 생활환경보전림을 구

분하고 있다. 각 기능별 산림 관리목표는 아래와 같다.

⑴ 목재생산림: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산림

⑵ 수원함양림: 수자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고

도로 증진되는 산림 

⑶ 산지재해방지림: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

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⑷ 자연환경보전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

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산림

⑸ 산림휴양림: 다양한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산림, 종다양성이 풍부하고 경관이 다양한 산림

⑹ 생활환경보전림: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특성에 적합한 다층림 

또는 다층혼효림

 

특정 산림경영계획구의 관리방침에 영향을 미치는 세

부기능의 구분은 산림관리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두고 

있다. 지침에는 “산림청장, 산림청장 외에 국유림을 소

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

림관리자’라 한다)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산림을 

그 기능에 따라 (중략) 구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의 기능을 정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산림청

이 발행한‘국유림의 산림조사요령’에 규정되어 있다. 

요령에 따르면, 산림의 6가지 기능에 대하여 산림기능

구분도 및 산지구분도를 참고하여 작성한다고 되어 있

다. 만약, 기능이 중복될 경우에는 산림의 위치, 입지

조건(보호기능, 법정사항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기능과 부기능으로 구분하여 정

할 수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5). 산림의 기능 결정

에서 중요한 자료인 산림기능구분도는 산림청 국립산림

과학원에서 제작하였다. 전국의 산림을 9만6천개의 유

역단위로 구분하고, 지리적 여건과 생장, 경영, 식생, 입

지 등 지리정보시스템의 공간정보 분석과 산림기능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되고 있다.

산림의 기능을 정하는데 있어서 산림분야의 고려사

항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정책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호지역의 고려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세계

의 육상 보호지역을 지구 표면적의 17%로 확보하는 것

으로 합의하였다(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15). 생

물다양성협약(CBD)에 의한 아이치목표의 일환으로 보

호지역 면적의 확대를 정하고 있다, 2017년 1월 기준 

우리나라 보호지역은 국토면적의 10.86% 정도이다. 국

제사회가 합의한 목표수치1)를 감안할 경우 추가적으로 

1) CBD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1번에서는 국토 면적 17% 
이상의 육상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Ho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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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의 보호지역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관련정책은 산림관리자의 산림기능 구분 고려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국, 공유림의 경우 영림계획 수립, 숲가꾸기, 수확 등 

산림사업의 실행에 있어 이 관리지침을 따르고 있다. 사

유림의 경우도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이 관리지침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산림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3. 생태계서비스 관련

산림이 발휘하는 기능과 제공하는 편익과 관련하여 고

려할 수 있는 것이‘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 개

념이다. 최근 생태계서비스 개념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이 분야의 선구자인 Robert Costanza 

(이하 Costanza)는 생태계서비스를 “생태계로부터 인간

이 받는 혜택-생태계가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인간의 복

지를 위한 지원”으로 정의하였다(Costanza et al., 1997).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의 삶에 기여하는 형태에 따라, 공

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나뉜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Shin, 2015).

공급서비스는 생태계로부터 얻는 생산물로서 음식, 먹

는 물, 연료, 섬유, 유전자원 등 다양한 경제적 재화를 포

함한다, 조절서비스는 생태계과정의 조절기능 편익으로

서 기후, 질병, 물순환 조절과 정화, 식물의 수분(受粉)작

용 등을 포함한다. 지지서비스는 다른 생태계서비스 생

산을 위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 토양형성, 영양분 순환, 1

차 생산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서비스는 생태

계로부터 얻는 비물질적 편익으로서 영적ㆍ종교적 체험, 

여가와 생태관광, 경관, 교육, 공간적 안정감, 문화유산

을 포함한다(MA, 2005; Ahn et al., 2014;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생태계서비스의 개념과 산림의 기능 

개념간에는 연관성이 있다. 산림기능으로 분류된 목재생

산림과 수원함양림은 생태계서비스 중 공급서비스와 개

념상 유사성을 갖는다.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진

행되고 있다. 평가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은 산림 등 생태

계 관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객관적인 토대가 될 수 있

다. Costanza는 1995년 생태계서비스의 가치평가를 처음

으로 시도한 바 있다. 이후 국제적으로 생태계서비스 개

념의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UN 차원에서 생

태계서비스의 개념정의 뿐만 아니라 가치평가 방법론이 

개발되고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2005년 UN 주도로 밀

레니엄 생태계평가(MEA)가 발표된 것을 계기로 국제사

회에서 이에 관련한 인식의 공유가 확산되었다. 또한 

2007-2010년 사이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이 주도한 

TEEB(The Economics of Ecosystem and Biodiversity), 

IPBES(Intergovernmental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와 같은 국제적 이니셔티브에 의해 

가치평가 방법론의 공유가 활발해 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생태계서비스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자체 발

간자료를 통하여 생태계서비스를 공급서비스, 조절서비

스, 문화서비스 및 부양서비스로 구분하여 생태계 유형

별로 세부 서비스의 내용을 예시하고 있다. 산림부문도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들어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가

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립산림과

학원에서 2017년 관련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산림정책에서

의 적용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산림은 해양, 습지와 함

께 주요 생태계 중의 하나이다. 산림관리자 입장에서 의사

결정에 있어 효율적으로 이들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산림관리에서 생태계서비스 개념이 고려되고 있

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의 관심사항이다. 국

유림경영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고려가 

되고, 국유림관리기관의 사업에서 생태계서비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필

요가 있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자료

산림의 기능구분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국유림 경영

계획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신뢰성 있는 국유림의 

경영계획 자료를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

스템)에서 취득하였다. 산림청 소속의 5개 지방산림청

에서는 소관 국유림의 관리를 위하여 2019. 7월 기준 총 

107개의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다. 

현재 지방산림청 소속 각 국유림관리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영계획구별 국유림경영계획(이하 현차기 계획)

과 동일한 경영계획구의 직전 국유림경영계획(이하 전

차기 계획) 자료를 구하였다.

이들 경영계획구 자료에서 6대 기능별 산림면적 자료

를 구하였다(Table 1, Table 2). 한 개의 경영계획구의 기

능별 산림면적은 소반단위별로 정해져 있는 산림면적 

수치들을 집계하여 면적이 합산된다. 정보시스템에 전, 

현차기 경영계획의 입력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인쇄된 국유림경영계획서를 참고하였다.

전국단위 경영계획구 총 107개 중 정보시스템이나 인

쇄된 경영계획서에서도 전차기와 현차기 계획에 대한 

데이터를 찾을 수 없는 계획구가 9개가 있었다: 1. 가리

산, 2. 석포숲, 3. 원통-민북, 4. 화천-민북, 5. 철원-민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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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Forest 
Service

No. of 
forest 

mgt. plan

Forest 
cover
(%)

Prod. forest
Water supply 

forest

Disaster 
prevention 

forest

Natural env. 
conservation 

forest

Recreation 
forest

Living env. 
conservation 

forest

Total 107 1,370,186 588,483 168,034 16,505 415,495 102,710 78,960

(100) (43) (12) (1) (30) (8) (6)

Northern
region

30 402,002 167,598 74,742 7,046 104,587 24,812 23,217

(100) (42) (19) (2) (26) (6) (6) 

Eastern
region

19 366,460 172,893 38,975 3,696 114,245 27,811 8,840

(100) (47) (11) (1) (31) (8) (2)

Southern
region

21 272,943 117,592 23,309 1,494 74,301 38,561 17,686

(100) (43) (9) (1) (27) (14) (6)

Central
region

18 124,856 52,787 17,428 2,587 40,701 2,907 8,446

(100) (42) (14) (2) (33) (2) (7)

Western
region

19 203,525 77,439 13,527 1,676 81,544 8,589 20,750

(100) (38) (7) (1) (40) (4) (10)

Table 1. Total number of current national forest management plan and forest cover with its proportion according to the function
of forest. (unit: ha, %)

Regional 
Forest 
Service

No. of 
forest 

mgt. plan

Forest cover
(%)

Prod. forest
Water supply 

forest

Disaster 
prevention 

forest

Natural env. 
conservation 

forest

Recreation 
forest

Living env.  
conservation 

forest

Total 107 1,225,301 575,862 101,717 17,252 200,322 100,912 64,485

(100) (47) (15) (1) (24) (8) (5)

Northern
region

30 392,743 161,459 78,267 13,111 86,674 24,904 28,328

(100) (41) (20) (4) (22) (6) (7) 

Eastern
region

19 299,079 150,499 41,650 979 71,135 30,248 4,568

(100) (50) (14) (0) (24) (10) (2)

Southern
region

21 242,804 109,048 21,399 823 56,046 39,321 16,167

(100) (45) (9) (0) (23) (16) (7)

Central
region

18 108,501 51,478 15,360 1,181 33,967 1,459 5,056

(100) (48) (14) (1) (31) (1) (5)

Western
region

19 182,174 103,378 23,239 1,158 39,053 4,980 10,366

(100) (57) (12) (1) (21) (3) (6)

Table 2. Total number of previous national forest management plan and forest cover with its proportion according to the function
of forest. (unit: ha, %)

6, 철원, 7, 만월산, 8. 가리왕산, 9. 봉평 경영계획구, 이

중 1번 가리산에서부터 5번 철원-민북 경영계획구는 현

차기에 신설된 경영계획구로서 비교할 전차기 사례가 

없는 경우이다. 나머지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지 

못한 경영계획구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경영

계획구에서 전차기와 현차기 계획에서 얻은 산림기능별 

면적의 구성 비율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의 기능구분을 위한 실제 분석은 

조사시점 기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98개의 경영계

획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산림의 관리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이 고려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림기본계획 문서와 지역

국유림관리계획 문서를 활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청장이, 지역국유림관리계획

은 산림청 산하 지방산림청장이 주기적으로 수립한다.

산림청 산하 5개의 지방산림청에서는 현재 6차 지역산

림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지역산림계획은 국유림종합계

획, 경영계획, 분야별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이행의 기

준이 되며, 지방산림청 단위에서는 최상의 산림계획이

다. 현 계획의 기간은 2018년부터 2037년까지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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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Forest 
Service

No. of 
forest mgt. 

plan

Forest cover
(%) Prod. forest Water supply 

forest

Disaster 
prevention 

forest

Natural env. 
conservation 

forest

Recreation 
forest

Living env. 
conservation 

forest

Total 98 1,327,829 569,501 166,903 16,105 404,940 93,839 76,541

(100) (43) (13) (1) (30) (7) (6)

Northern
region

24 375,263 156,781 74,014 6,830 94,917 21,336 21,385

(100) (42) (19) (2) (26) (6) (6) 

Eastern
region

16 351,150 164,902 38,625 3,518 113,477 22,446 8,274

(100) (47) (11) (1) (31) (8) (2)

Southern
region

21 272,943 117,592 23,309 1,494 74,301 38,561 17,686

(100) (43) (9) (1) (27) (14) (6)

Central
region

18 124,856 52,787 17,428 2,587 40,701 2,907 8,446

(100) (42) (14) (2) (33) (2) (7)

Western
region

19 203,525 77,439 13,527 1,676 81,544 8,589 20,750

(100) (38) (7) (1) (40) (4) (10)

Table 3. Selected number of current national forest management plan and forest cover with its proportion according to the 
function of forest. (unit: ha, %)

Regional 
Forest 
Service

No. of 
forest mgt. 

plan

Forest cover
(%)

Prod. forest
Water supply 

forest

Disaster 
prevention 

forest

Natural env. 
conservation 

forest

Recreation 
forest

Living env.  
conservation 

forest

Total 98 1,192,114 559,505 178,917 17,012 282,013 91,739 62,9218

(100) (47) (15) (1) (24) (8) (5)

Northern
region

24 380,756 155,945 77,787 12,871 85,955 21,428 26,770

(100) (44) (14) (4) (25) (6) (7) 

Eastern
region

16 286,425 139,656 41,132 979 66,992 24,551 4,569

(100) (50) (14) (0) (24) (10) (2)

Southern
region

21 242,804 109,048 21,399 823 56,046 39,321 16,167

(100) (45) (9) (0) (23) (16) (7)

Central
region

18 108,501 51,478 15,360 1,181 33,967 1,459 5,056

(100) (48) (14) (1) (31) (1) (5)

Western
region

19 182,174 103,378 23,239 1,158 39,053 4,980 10,366

(100) (57) (12) (1) (21) (3) (6)

 

Table 4. Selected number of previous national forest management plan and forest cover with its proportion according to the 
function of forest. (unit: ha, %)

계획내용으로는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

보호, 산림생태계, 산지 및 산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방산림청의 주요 계

획에 언급이 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소관 국유림관리소

의 개별 국유림경영계획에서의 산림관리 실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1) 국유림경영계획상 산림기능의 구분 변화 분석

본 연구는 경영계획구의 전차기 및 현차기 계획에서 

산림기능별로 산림면적 구성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분

석하였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

(2008∼2017) 중 2008년 기준 1,225천 ha에서 제6차 산

림기본계획(2018∼2037) 중 2018년 기준 1,328천 ha로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Table 1, Table 2). 증가하는 이유

는 정부의 국유림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 등을 매수하

여 산림청 소관 국유림화 하는 면적이 늘고 있기 때문

이다. Table 1과 2에서 볼 수 있듯이 전차기 대비 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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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획에서 국유림의 전체면적 뿐만 아니라 산림기능

별 면적에서도 산지재해방지림을 제외하고는 모두 면

적이 늘고 있다. 따라서 전차기 대비 현차기의 기능별 

산림면적 수치는 국유림으로 매수하는 물량 확대에 따

라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산

림관리의 우선순위 및 정책적 관심사항의 변화를 파악

하고자 하는데 미흡하였다. 변화여부를 파악하기 위하

여 산림기능별 면적의 구성비율(이하 면적비율) 수치를 

활용하였다.

두 집단 즉 전차기와 현차기의 산림기능별 면적비율 

수치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첫

째, 분석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검정하였다. 분석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Shapiro 

Wilk 검정을 실시하였다. 활용된 자료는 전국단위 경영

계획구 중 98개 계획구의 기능별 면적비율이다. 귀무가

설은 분석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로 설정하였다. 

둘째로 정규분포 검정 결과에 따라 모수적(t-검정), 

또는 비모수적(Wilcoxon 부호순위 검정) 검정을 실시하

였다. 산림기능별 면적비율이 전차기 대비 현차기에 유

의미하게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귀무가

설(H0)로는 전차기와 현차기 경영계획구들의 산림 면

적비율은 ‘차이가 없다’로 설정하였다. 반면, 대립가설

(H1)로는‘차이가 있다’로 설정하여 통계적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산림 면적비율에 관한 자료는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수치를 입력하였고, 입력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2) 국유림경영계획에 생태계서비스 개념 반영수준 

분석

생태계서비스 개념이 국유림경영계획에서 언급되고 있

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단위와 지역단위 산림관

리계획 자료를 활용하였다. 관심 주제어가 관련 계획에 

언급되어 있는 수준을 파악하였는데, 해당 주제어는 ‘생

태계서비스’와 ‘산림생태계서비스’이다. 생태계서비스 용

어가 언급되는 빈도수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국가단위에서는 산림청장이 작성하는 산림기본계획 중 

현차기 계획과 전차기 계획 자료를 활용하였고, ‘생태계

서비스’와 ‘산림생태계서비스’용어가 양 계획 자료에서 

언급된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지역단위에서는 5개 지방산림청의 지역산림계획 내용

을 파악하였다. 전차 및 현차기의 지방산림청별 지역산

림계획에서 주제어 2가지를 사용하여 빈도수를 파악하였

다. 해당 주제어는 마찬가지로‘생태계서비스’와 ‘산림생

태계서비스’이다.

결과 및 고찰
 

1. 국유림경영계획상 산림기능의 구분 변화 분석

전국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영계획구 전체 107개 

중 98개의 기능별 구분을 2019. 7월 현재 진행중인 경

영계획과 직전의 경영계획을 비교하였다. 분석비교은 

경영계획구상의 6대기능구분별 면적의 비율을 대상으

로 하였다. 따라서 비율 수치는 최대 100과 최소 0 사이

에 위치한다.

정규분포를 따르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목재생산림 

전, 현차기 유의확률은 각각 0.109, 0.353이므로 유의수

준 0.0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목재

생산림 전, 현차기 구성비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수원함양림 등 다른 기능들의 유의확률은 

모두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

여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Table 5).

앞서 정규성 검정 결과에 따라 목재생산림은 모수적 검

정법인 t-검정을, 그 외에는 비모수적 검정법인 Wilcoxon 

signed rank test2)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경영계

획 전ㆍ후차기 국유림의 기능별 산림 면적비율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6대 산림의 기능중 전차기 대비 유의미한 

기능별 산림면적 비율의 변화를 보인 기능은 목재생산

림, 자연환경보전림이었다. 나머지 4개의 기능, 즉, 수

원함양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재해방지림은 

전차기 대비하여 현재 추진중인 산림경영계획에서 기

능별 산림면적비율의 변화가 유의미있게 변화한 것으

로는 관찰되지 않았다. 산림기능별 산림면적의 비율에 

대하여 세부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⑴ 목재생산림: 현차기의 면적비율의 평균은 43.47%

로서 전차기의 49.39%에 대비하여 평균적으로 각 

경영계획구에서 목재생산림의 비중은 시간에 따

라 감소하였다(Table 6).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기

에 t검정을 하여 위 면적비율의 현차기와 전차기

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분석하였다. 검정결과 p값

이 .002로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차이가 있다는 검정결과를 얻었다(Table 7).

따라서 현차기의 국유림경영계획에서 목재생산림

2) 관련되는 두 개의 표본을 비교하여 표본들의 (모)집단의 평

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임, 모집단이 정규분

포를 따른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paired student’s t-test(혹
은 matched pairs를 위한 t-test)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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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ity test

Kolmogorov-Smirnova Shapiro-Wilk

Statistics
Significant 
probability 

Statistics
Significant 
probability 

Prod. forest(prev.) .054 .200 .979 .109

Water supply forest(prev.) .209 .000 .765 .000

Disaster prevention forest(prev.) .338 .000 .503 .000

Natural env. conservation forest(prev.) .176 .000 .834 .000

Recreation forest(prev.) .283 .000 .636 .000

Living env. conservation forest(prev.) .258 .000 .675 .000

Prod. forest(cur.) .062 .200 .985 .353

Water supply forest(cur.) .198 .000 .772 .000

Disaster prevention forest(cur.) .334 .000 .411 .000

Natural env. conservation forest(cur.) .124 .001 .908 .000

Recreation forest(cur.) .260 .000 .681 .000

Living env. conservation forest(cur.) .243 .000 .712 .000

a. Lilliefors significant probability modification

Table 5. Results of normality test on forest cover data according to the functions between previous national forest management
plan and current national forest management plan.

Mean Standard deviation Standard error mean

Prod. forest(cur.) 43.47 22.434 2.266

Prod. forest(prev.) 49.39 25.820 2.608

Table 6. Changes of mean forest cover and standard deviation of production forest between previous national forest management
plan and current national forest management plan. (unit: %)

Prod. forest(cur.) - 
Prod. forest(prev.)

Mean Standard deviation Standard error mean Lower limit

-5.918 18.078 1.826 -.9.543

upper limit t degree of freedom
significant probability 

(two-sided)

-2.294 -3.241 97 .002

Table 7. Result of T-test of differences on forest cover of production forest between previous national forest management plan
and current national forest management plan.

의 면적비율의 변화가 의미있게 줄어들었다는 판

단을 내릴 수 있다. 

⑵ 수원함양림: 경영계획구별 면적비율은 전차기가 

현차기보다 다소 작게 나타났으나 윌콕슨 부호순

위 검정결과 양측검정 유의확률이 0.466으로 유의

수준 0.0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Table 

8). 따라서 전차기에 비해 현차기의 국유림경영계

획에서 수원함양림의 면적비율이 의미있게 변화

하였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⑶ 자연환경보전림: 경영계획구별 면적비율은 현차

기가 전차기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결과 양측검정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Table 8). 따라서 전차기에 비해 현차기의 

국유림경영계획에서 자연환경보전림의 면적비율

이 의미있게 증가하였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⑷ 생활환경보전림: 전차기가 현차기 보다 큰 경우

(음의순위)의 평균 순위는 34.00, 현차기가 전차기

보다 큰 경우(양의순위)의 평균순위는 34.00이였

으며(Table 8),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 = -2.20, p값 0.166>.05). 따라서 전차기

에 비해 현차기의 국유림경영계획에서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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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verage ranking Z P

Water supply(cur.) - 
Water supply(prev.)

Negative rank 34d 31.94 -.730b 0.466

Positive Rank 35e 37.97

Tie 29f

Total 98

Disaster prevention (cur.) - 
Disaster prevention(prev.)

Negative rank 27g 22.11 -.629b 0.529

Positive rank 19h 25.47

Tie 52i

Total 98

Natural env. conservation 
forest(cur.) - 
Natural env. conservation 
forest(prev.)

Negative rank 57j 46.75 -4.463b 0.000

Positive Rank 25k 29.52

Tie 16

Total 98

Recreation(cur.) - 
Recreation(prev.)

Negative rank 28m 27.07 -.378c 0.706

Positive Rank 25n 26.92

Tie 45o

Total 98

Living env. conservation(cur.) - 
Living env. conservation(prev.)

Negative rank 40p 34.00 -1.386b 0.166

Positive Rank 27q 34.00

Tie 31r

Total 98

Z: Wilcoxon Sign Ranked Test, p: two-sided verification

Table 8.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of differences on forest cover according to the functions between previous national forest
management plan and current national forest management plan.

 

보전림의 면적 비율의 변화가 의미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⑸ 산림휴양림: 전차기가 현자기 보다 큰 경우(음의

순위)의 평균 순위는 27.07, 현차기가 전차기보다 

큰 경우(양의순위)의 평균순위는 26.92이였으며

(Table 8),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Z = -.378, p값 0.706>.05). 따라서 전차기에 비

해 현차기의 국유림경영계획에서 산림휴양림의 

면적 비율의 변화가 의미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

릴 수 없다.

⑹ 산재재해방지림: 전차기가 현자기 보다 큰 경우

(음의순위)의 평균 순위는 22.11, 현차기가 전차기

보다 큰 경우(양의순위)의 평균순위는 25.47이였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 

= -.629, p값 0.529>.05) (Table 8). 따라서 전차기에 

비해 현차기의 국유림경영계획에서 자연재해방

지림의 면적 비율의 변화가 의미가 있었다는 판

단을 내릴 수 없다.

 

국유림 관리기관에서 수립하고 있는 경영계획서를 분

석한 결과, 산림의 기능구분과 관련하여 목재생산림과 

자연환경보전림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전의 경영계획서상에서 47%에 이르던 목

재생산림의 면적 비율이 현재의 경영계획서에는 43%로 

감소하여 편성되어 있고, 자연환경보전림은 이와 달리 

이전의 24%에서 현재의 30%로 증가하여 편성되어 있다.

목재생산림의 면적 비율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여

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이전 경영계획서상에서 

하나의 산림기능에 편중되어 있던 것을 다양한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하는 과정일 수 있다. 둘째,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강화와 친환경벌채 기준 도입 등 목재벌채에 

대한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정책적 관심이 반영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일선 국유림관리소의 목재생산

에 대한 기반 여건이 열악하고 목재생산을 위한 적극

적 의지가 미흡한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자연환경보전림의 면적 비율이 증가추세를 기

록하는 것은 주로 아래의 세가지 요인이 반영되는 것

으로 추정된다. 첫째, 산림자원을 생산의 대상 뿐만 아

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되는 과정일 

수 있다, 둘째, 동식물 자원보호, 산불ㆍ산사태ㆍ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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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피해에 강한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을 선호하

는 일반 국민의 관심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일선 국유림관리소의 다양

한 보호지역 지정노력과 관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구역의 추

가 지정정책을 사례로 환경관련 부처의 정책 방침이 

국유림 내에서 산림기능으로서 자연환경보전림의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다른 4개의 산림기능에서는 전, 현차기 경

영계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는 파악되고 있

지 않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이들 4개의 산림기능들이 

면적배분에서 이미 적절하게 되어 있어 변화의 수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서로 다른 경영계획 기간

이 10년 정도의 비교적 단기간이라 의미있는 변화를 

전국단위에서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향후 비교

대상 기간을 한 두 개 더 추가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의 추세를 추가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정 국유림관리소 단위에서 산림경영계획구의 전, 

현차기 산림기능별 면적 비율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시

도하였다. 파악 대상은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정선국유

림관리소 소관 경영계획구로 하였다. 정선국유림 관리

소 관내에는 3개의 경영계획구가 있다. 정선경영계획

구, 임계경영계획구, 사북경영계획구, 그중 정선경영계

획구의 제8차기(2009-2018)와 9차기(2019-2028) 경영계

획서의 내용을 비교 세부 분석 결과, 6대 기능별 면적 및 

비율 변화는 Table 9와 같다.

정선경영계획구의 경우,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으로

의 산림기능 구분면적이 줄어들었다. 반면, 자연환경보

전림, 재해방지림, 산림휴양림으로 분류되는 산림에 대

한 기능에 대한 면적은 증가하였다(Table 9). 기존의 목

재생산림 위주에서 확대하여 다양한 산림기능을 고려

하여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는 노력이라고 보여진다.

8th period
(2009-2018)

Classification
9th period

(2019-2028)

53.6% Prod. forest 46.0%

24.4% Water supply forest 19.0%

20.5% Recreation forest 22.0%

1.0% Natural env. conservation forest 10.0%

0.4% Disaster prevention forest 3.0%

0.1% Living env. conservation forest 0.1%

Source: 8th and 9th management plans of Jeongseon manage-
ment zone

Table 9. Proportion of forest cover according to the classifi-
cation of forest in each 8th and 9th management plans of 
Jeongseon management zone.

Table 10은 정선국유림관리소 관내 3개 경영계획구

별, 정선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의 평균, 전국 평균, 

현차기와 전차기의 차이를 나타낸다. 정선국유림관리

소 소관 경영계획구는 3개로서 그 수가 작기 때문에 산

림기능별 면적비율이 의미있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통계적 가설검정은 생략하였다.

일선 국유림관리소 단위에서도 산림의 기능에 대한 

변화가 일부 분석되었다, 정선경영계획구에서 목재생

산림에 치중하였던 것에서 자연환경보전 등 가치로 산

림기능에 대한 관심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위 경

영계획구를 보유하고 있는 정선국유림관리소가 소관하

고 있는 경영계획에서 산림기능의 구분에서 변화가 있

는지를 판단하는데는 통계학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경영계획 수립에 참가한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특

정 산림기능에 정책적 관심과 예산 등 투입을 증가 또

는 감소 사항을 파악 한다면 상기 한계를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해당 국유림을 둘러싼 지역주민 또는 

방문객 대상 인식조사를 통해 국유림이 지향해야 할 

기능을 파악하여 산림기능을 재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gt. zone

Cur. - prev. period

Prod.
forest

Water supply 
forest

Disaster 
prevention 

forest

Natural env. 
conservation 

forest

Recreation 
forest

Living env. 
conservation 

forest

Jeongseon -7 -5 3 9 1 0

Imgye 0 0 0 -1 0 0

Sabuk 2 3 0 -2 -4 0

Mean of Jeongseon office -3 -3 1 7 -2 0

Mean across the country -4 -2 0 6 -1 1

Source: 8th and 9th management plans of Jeongseon management zone

Table 10. Changes on forest cover according to the functions in 3 different management zone between 8th and 9th management 
plans.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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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림경영계획에 생태계서비스 개념 반영수준 분석

산림청에서 수립하는 산림기본계획에서 주제어로서 

‘생태계서비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제5차기이다. 

기본계획에 ‘생태계서비스’가 1차례 언급되고 있으며, 

‘산림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8년 시

작된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언급은 6회로 증가하였다. ‘산림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언급은 이보다 많은 20회가 이루어지고 있다(Table 11). 

제6차 산림기본계획상에서 언급되는 사례를 보면, “산

림생태계서비스의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여 산림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 “최근 생태계관리

의 패러다임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으로 변화”하였다고 

서술하면서, “유럽은 2011년부터 국, 공유림의 산림관리

에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방산림청 5군데에서 수립한 각각의 지역산림계획

에 들어가 있는 위와 같은 주제어가 얼마나 언급되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빈도 분석 결과 ‘생태계서비

스’에 대한 언급된 빈도수를 기준으로 지방산림청을 2

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5개 지방청 중 동부지방

산림청과 서부지방산림청의 계획들에서 상대적으로 언

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나, 다른 3개 지방청의 계획

들에서는 언급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Table 12). 지역산림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 개념에 대

한 고려와 반영이 모든 지방산림청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아직은 일반화된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국유림경영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 개념이 얼마나 반

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 

자료에서는 전차기 대비하여 현차기의 계획에서 ‘생태

계서비스’와 ‘산림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산림청별 국유림 경

영계획 수립에서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포함하는데 있

어서 관리기관별로 차이가 있음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반영한 국유림관리 

방침이 수립되어 일선 국유림경영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Nat’l Forest 
Basic Plan

Keywords

Forest ecosystem 
services

Ecosystem 
services

5th Nat’l plan - 1

6th Nat’l plan 21 7

Table 11. Frequency of mentioning related keywords in each 
National Forest Basic Plan.

Regional 
Forest Plan

Keywords

Forest ecosystem 
services

Ecosystem 
services

Northern region 3 -

Eastern region 11 3

Southern region - -

Central region - 1

Western region 8 4

Table 12. Frequency of mentioning related keywords in each 
Regional Forest Plan.

 

결  론
 

최근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들을 분석한 결과, 산림

의 6대 기능들 중 목재생산림과 자연환경보전림으로 

분류된 면적의 비율이 의미있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

다. 전국의 98개 국유림경영계획에서 목재생산림으로 

산림 기능이 분류된 면적비율이 전차기 계획 대비하여 

현차기의 계획에서 5.9% 감소하였다. 이와 달리 자연

환경보전림은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4개

의 산림기능들의 면적비율은 의미있는 변화를 볼 수 

없었다. 산림에 대한 수요들이 과거 목재생산에서 자연

환경보전 등 산림기능으로 일부 다양화하고 있고 국유

림경영계획의 수립권자들이 이를 관련 계획에 반영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산림기능에서 목재생

산림의 기능분류를 줄이는 현상은 동부지방산림청 산하 

일선 국유림관리소의 국유림경영계획에서 살펴볼 수 있

었다. 추후 산림기능의 다양화 추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산림청의 국유림관리소들의 관련 계획들을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림의 기능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산림관리 의사결

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유림경영계획과 관련된 자료에서 

생태계서비스 용어가 언급되는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2008년 산림청에서 수립한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 최

초로 생태계서비스가 1회 언급되었고, 2018년 시작되

어 현재 시행중인 제6차 계획에서는 생태계서비스 뿐

만 아니라 산림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각각 6회, 

20회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방산림청에서 수립하는 지

역산림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부와 서부 지방산림

청의 지역산림계획에서는 해당 용어들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였으나 다른 지방산림청들은 그 언급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국유림관리기관별로 생태계서비스 

개념에 대한 언급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향후 

산림관리 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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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전체 국유림관리기관에 

확산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평가 방법론을 개발 보급하여,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고

려한 국유림 관리로 생태계가 제공하는 인간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유림경영계획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들

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수립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외적 논의를 감안하여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국

유림관리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관찰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향후 국유림 등 산림관리에서 산림의 다양한 기능들

에 대한 수요를 계획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계획 수

립 및 이행단계에서 이를 위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개발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평가 방법

론을 적용하여 산림분야에서도 특정 산림경영계획구 

단위에서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계량화하는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계량화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가 요구된

다. 아울러 생태계서비스와 산림의 6대 기능간의 연관

성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계량화된 산림의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활용하여 산

림경영계획 수립과정에서 산림의 주요 기능들을 합리

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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