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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학연습림의 기능이 차 확 되면서 산림  자연환경에 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게 되고, 

연습림의 리 략에도 복잡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GIS 기법을 응용한 소  산림정보시

스템과 같은 체계  수단을 통해 산림  입지환경에 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다 손쉽게 수집, 

편집, 리, 분석, 갱신하고 나아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면 연습림의 리에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구 학교 성주연습림을 상으로 이러한 목 을 시범 으로 모색

해보고자 한 것으로, 일차 단계로서 각종 공간자료를 수치지도화 하여 지형을 비롯한 임상, 토양형 

등 여러 수치주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도면정보의 유지  통합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치  

통일성과 정보의 통합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 다. 한 림계획상의 속성자료와 연결하여 사용자 

심의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검색, 분석은 물론 각종 산림계획의 수립, 평가, 실행 

과정의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의 기능에 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

고 효용성을 높이기 해서는 최신 자료로의 갱신이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 문제 에 한 지속

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학연습림, 수치지도화, 주제도, 산림정보시스템, 산림자원 리

ABSTRACT

The functional change of university forest have led to need more complicated techniques for forest 

management strategies, and more information about forest and natural environment. Therefore the 

systematic tools, like the so-called Forest Information System to which apply the techniques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re eagerly required for collecting, editing, managing, analyzing the 

various data about forest and environment, and for support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digital mapping, which could be a primary step to construct the Forest Information System,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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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ed out using the many kinds of thematic spatial data referring to the Seongju Experimental Forest 

of Taegu University. As a result, various digital maps including forest type, soil type and so on were 

constructed. And then we made an user-interface system to link the attributive data in management 

plan to the thematic spatial data. This system was regarded as the effective tool capable of the more 

rapid query, analysis and update of related data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university forest. 

Moreover, it would be a useful tool of decision-making in devising, assessing and operating the plan 

of forest management and development. But there would be much room for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to make the more convenient and powerful system for the external demands, therefore 

more concerns and efforts in collecting, revising and updating the data is continuously required.

KEYWORDS: University Forest, Digital Mapping, Thematic Map, Forest Information 

System, Forest Resources Management

서    론

학 연습림은 본래 다양한 산림자원의 육

성과 이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여 산림자원

학을 비롯한 여러 련 학문분야의 수  높은 

실험·실습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학이 

제공하는 교육장소로서 우리나라의 산림분야 

발 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학시설이다. 

그러나 최근 산림의 다목  기능에 한 사회

의 요구가 증 됨에 따라, 비교  소유규모가 

정하고 학술  리가 가능한 학 연습림

을 심으로 기존의 문교육 뿐 아니라 자연

자원을 보 하면서 동시에 환경교육을 한 

자연학습장이나 보건․휴양․정서함양 등을 

겸한 수련․연수활동 등을 한 복지공간으로

서의 사회  기능을 확 해 나가고자 하는 방

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이는 산림이 지닌 공익

 효용을 보다 극 화함으로써 국가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 연습림 

지역에 자연휴양림  자연학습원 등을 조성

하려는 일련의 계획들이 그 표 인 사례이다.

구 학교는 경북 성주군 수면 소재 

307.6ha의 성주연습림과 경북 천군 경산캠퍼

스 일 의 경산연습림을 학 연습림으로 보

유하고 있으며, 1994년 말 이들 연습림에 한 

‘장기발 계획’( 구 학교, 1995)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장기발 계획의 기본방향을 보면, 학

생  교직원에게 숲의 요성을 인식시키고 

학생교육  교수연구를 활성화하며, 교직원 

 학생 수련장으로서의 복지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일반 시민  청소년들을 상으로 환경

교육 등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

용하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휴양림 조성

과 운  등을 통해 인  자원  기술  노하

우가 풍부한 학이 일반 도시민의 자연인식

과 이용 수 의 질  향상과 정착을 주도하면

서 이를 바탕으로 한 정 이면서 지속 인 

홍보효과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즉 문분

야의 교육과 연구에만 비 을 두어 오던 종래

의 개념에서 벗어나 학연습림이 지닌 각종 

자연자원과 기능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이들 

자원과 기능의 효율 인 활용을 극 화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 연습림의 활용성 확 를 해

서는 먼  다양한 각종 자원들에 한 기 조

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

이고 체계 인 자료의 수집  처리와 합리

인 분석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다음

으로 분석된 정보를 통해 연습림 개발 방향에 

한 의사결정과 한 리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은 산림으로부터 수집

되는 산림 련 정보들이 체로 야장 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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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된 도면의 형태로 리되는 것이 보통이

다. 흔히 활용되고 있는 산지 련 도면들도 기

본도를 포함한 각종 도면들 간에 연계성과 통

일성이 결여되어 산림정보를 총체 으로 악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최신 정보로의 갱

신에 있어서도 입력  리상의 낙후성을 면

치 못해 왔다(정세경, 1994). 더욱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산림의 이용과 개발을 합리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산림  자연자원

에 한 한 정보의 제공과 개발 안에 

한 평가자료의 추출  분석이 필수 인 요소

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림  

자연자원 련자료들을 활용한 종합 인 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여 효과 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 이고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해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 강력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며, 산림에서의 각종 계획  설계, 유

지 리 등의 과정에 이를 도입하면서 용가

능성을 검토해야 할 시 에 이르 다고 생각

된다. 지리정보시스템은 하나의 정보운 체계

로서 공간정보에 한 데이타베이스가 존재하

고 규모의 공간자료 리가 가능하며, 다양

한 공간분석 기능이 있고 실행에 한 모의실

험(simulation)도 가능하다는 장 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자연자원을 효율 으로 리하

기 한 도구로서 GIS를 활용하는 방안을 시

범 으로 모색하는 작업의 일환이며, 구 학

교 성주연습림을 상으로 한 다양한 산림자

원  환경정보들을 효과 으로 리, 분석하

고, 연습림 지역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업계획

들에 한 한 사 평가  사후 기록을 

수행할 효율 인 도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GIS의 기능을 

활용하여 재 구 학교 연습림이 보유하고 

있는 련자료  정보의 황 악과 필요한 

자료의 수집  분류 과정을 통해 각종 주제

도를 수치자료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쉽게 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산림자원의 종합 이고 체계 인 리와 계획

을 한 산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았다.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지역

본 연구는 경북 성주군 수면 일 에 

치한 구 학교 성주연습림 약 307.6ha를 

상으로 하 다. 이 지역은 가야산을 주 으로 

한 형제 , 독용산(956m) 등과 연결된 지세를 

이루고 있고, 무주, 김천 등지로 연결되는 포

장된 30번 국도를 따라 흐르는 수려한 경 의 

가천과 연 해 있으며, 성주 의 완공으로 

수변 환경이 넓게 형성되면서 이 일 를 찾는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참나무류를 

주로 한 활엽수림을 주 임상으로 하고 있으나 

약간의 소나무림이 혼재되어 있고 낙엽송과 

잣나무림이 일부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1986년 구 학교 연습림으로 지정될 당시 

총 5개 임반, 11개 소반으로 구획되어 림계

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그동안 어린나무가꾸기 

등의 소규모 육림작업이 수차 이루어졌을 뿐 

임도개설과 같은 면 의 사업이나 임지의 

개변은 없었으며, 1994년에 연습림을 다목 으

로 활용하기 한 ‘연습림 장기발  계획’이 

제안된 바 있다( 구 학교, 1995). 

2. 연구방법

1) 공간자료의 입력

GIS 구축을 한 공간자료의 입력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면

의 필요한 정보를 투사지를 이용하여 이어

(layer)별로 트 이싱한 후, 스캐닝하여 이미지 

일을 얻고 선추  로그램에 의해 벡터 

일로 변환하 다. 도형정보의 양이 비교  

거나 단순한 경우에 디지타이 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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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보완하 다. 이들 주제 일별로 자

료변환  편집, TM좌표로 변환 등의 과정을 

거치고 1차 속성정보를 입력하여 수치주제도

를 제작하 다. 수치지도화의 작업과정은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원시 도면자료 수집

주제별 트 이싱

스 캐 닝

벡 터 화 디지타이징

자료변환

자료수정

좌표투

좌표변환

도면병합

수정

속성정보 입력

수치주제도의 완성

그림 1. 각종 주제도의 수치지도화 작업 흐름도 

이들 정보의 종합 인 검색을 해서 모든 

수치주제도들을 첩하 으며, GIS의 추  

기능이라 할 공간분석  통계분석 등 자료분

석의 구 은 pc-Arc/Info  GeoMania 2.0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2) 산림정보시스템의 구축  

연습림의 산림정보시스템 개발에 있어 로

그래  언어로는 로그램의 개발에 련된 

tool을 모두 내장한 통합환경을 제공하므로써 

여러 로그램의 다양한 사용자 interface 구축

이 가능한 INPRISE사의 DELPHI3.0을 사용하

다.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dBaseⅢ+, GIS 엔

진으로는 공간 데이터를 컴퓨터 내부에 표 하

거나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과 련된 편리하고 

재사용이 용이한 각종 API 함수들을 제공하여 

GIS 응용 S/W의 제작을 효과 으로 지원하는 

개발도구인 거림시스템의 GDK(GeoMania 

Development Kit)를 이용하 다. 

속성자료의 입력에 있어서는 속성자료의 

양이 을 경우에 GeoMania를 이용하여 직  

입력하 고, 시업계획과 같이 자료의 양이 많

은 경우에는 dBaseⅢ+를 이용하여 입력한 다

음 공간자료와 결합시켰다.

산림정보 DB 구축은 먼  산림자원에 한 

다양한 정보의 황을 악하고, 이들 정보에 

한 추출  분류를 하여 임지이용구분, 산림

자원의 상 악, 산림시업 등을 조사한 후 조

사내용의 충족을 해 지조사  업 담당

자와의 면담을 통해 정보를 평가한다. 다음으

로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결정하고, 이를 기

로 알고리듬의 상세한 설계  데이터베이스

의 실연을 한 표본지에 한 표본자료를 입

력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형태에 따라 입력된 

정보항목들로 시험운 하여 실용화, 정보화 하

는데 필요한 산화 체계를 조성한다.

이상과 같은 산림정보시스템의 구축과정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정보 황 악

기능요구사항 정의  자료조사

정보의 평가

산림자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 설계

Algorithm 상세설계

Coding

테스트 검정

설치  운

산림정보시스템 구축

 

그림 2. 산림정보시스템 구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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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고찰

1. 수치주제도의 제작

구 학교 연습림에서는 1986년 학연습

림 지정과 함께 1차기 림계획이 수립되었고, 

1991년에 제 2차기 림계획서가 작성되어졌

다. 그러나 연습림의 역사가 일천한 계로 매

년 육림 수 의 소규모 산림작업과 학생들의 

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종합 인 계획의 수립과 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연습림 리  

계획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의 축 이 단히 

빈약한 편이라 하겠으나 지속 으로 자료 확

보를 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항공사진을 

비롯한 련자료를 다수 수집해 놓고 있다.

표 1. 수치주제도로 제작된 공간자료의 종류

주  제  도
원  시  자  료

도 엽 종 류 축척 연도 출처

등 고 선 도

지  형  도 1/5,000 1991 국립지리원

표고분포도

도 로 망 도

수 계 망 도

행정구역도

연습림경계도 임  야  도 1/6,000 1991 성 주 군

임반구분도
림계획도 1/6,000 1986 구 학교

소반구분도

임상구분도

임  상  도 1/25,000 1988 산 림 청
직경 구분도

구분도

소 도구분도

산지이용구분도
산지이용
구 분 도

1/25,000 1978 산 림 청

임지생산능력도
간이산림
토 양 도

1/25,000 1975 산 림 청

토양분포도 정 토양도 1/25,000 1988 농 진흥청

지질분포도 지  질  도 1/50,000 1970
국립지질
조 사 소

산림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이러한 자료들의 

리와 활용성을 증 시키는 효과 인 수단으

로 생각되는데,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구

학교 연습림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  

도면자료를 심으로 수치 주제도화하 으며, 

공간자료의 목록은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에 나타난 원시자료의 특성을 볼 때 

수치주제도 제작에 있어 두 가지 문제 이 발

견되는데, 도면자료의 축척(scale)이 서로 다르

다는 과 도면정보의 제공연도가 달라 최신

정보가 종합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이다. 이러한 문제는 자료의 일치성, 신뢰성과 

련한 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도면자료

의 축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표 정보의 내

용과 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각 원시자

료로부터 얻고자 하는 주제정보의 내용이 서

로 다르고 제공되는 축척을 바꿀 수 없으므로 

불가피한 것이 된다. 다만 도면의 치  통일

성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리  좌표를 기 (tic)으로 하

여 트 이싱함으로써 각 도면의 치  통일

성을 얻었다. 그리고 지 까지 도면정보의 

리  종합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

보의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정보의 최신성에 해서는 지형, 토양, 지질 

등과 같이 정보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으나 산림의 상태나 시설

물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장 는 변

화하는 특성을 가진 자료들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원시자료의 내용이

나 장의 상황이 변화하면 기에 수정, 갱신

되어야 하나 일반 으로 공 자료의 갱신  

제공이 일정한 주기를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

서 자료의 수 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시

스템이 일단 구축되면 자료의 갱신주기에 

계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 인 변화상황을 수

시로 보완해 나갈 수 있게 되므로 술한 단

을 보완할 수 있으며, 운용과정에서 이러한 

GIS의 장 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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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정 보 도 면 정 보 산 림 정 보 시 업 정 보 기 타 정 보

연      산림구획 ▸ 지     황 산림시업계획 자연자원 황

개      황 임상정보 ▸ 임     황 산림시업내역 휴양자원 황

조      직 토 양 정 보 범     례

경산연습림 지 질 정 보 검     색

끝  내  기 산지이용구분

임지생산능력

그림 3. 산림정보시스템의 구성

2. 산림정보시스템의 메뉴 구성

시스템의 메인 메뉴는 일반정보, 도면정보, 

산림정보, 시업정보, 기타정보의 5가지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메인 메뉴는 각각의 

도면  속성자료를 제공하는 19개 항목의 하

부메뉴를 갖도록 구성하 다(그림 3).

메인메뉴의 ‘일반정보’에서는 구 학교 연

습림의 일반정보들을 텍스트 형태 심으로 

볼 수 있으며, 경산캠퍼스 연습림과 연결 운

할 수 있도록 하 다. ‘도면정보’ 메뉴는 연습

림의 산림  입지환경과 련한 도면정보들

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정보’ 메뉴는 

임반  소반으로 구획된 연습림지역 산림의 

지황과 임황을 공간정보와 함께 확인할 수 있

으며, ‘시업정보’ 메뉴에서는 연습림에서의 각

종 시업계획과 그동안 실행되어진 시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정보’ 메뉴에

서는 연습림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각종 동․

식물 자원을 심으로 한 자연자원의 황을 

비롯하여 경 , 사 , 휴양자원의 황을 볼 

수 있으며, 각종 범례에 한 설명과 검색기능

을 포함하 다.

아울러 이상의 풀다운 메뉴뿐 아니라 체 

화면의 왼쪽에 별도의 메뉴와 풀다운 메뉴 아

래에 툴바를 둠으로써 사용자들이 쉽게 도면

에 근할 수 있도록 지도정보와 확 , 축소, 

이동, 선택 등의 화면 제어기능 뿐 아니라 거

리의 계산과 도면출력이 가능하도록 하 다.

3. 산림정보시스템의 실행

구 학교 성주연습림의 산림자원  자

연환경 정보에 한 수치주제도  속성 DB

를 연결하여 산림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결과의 

일부를 그림 4에서 그림 17까지 나타내었다.

성주연습림 산림정보시스템의 실행은 Window 

화면에서 구 학교 성주연습림 아이콘을 더

블클릭함으로써 그림 4의 기 화면과 함께 이

루어진다.

그림 4. 산림정보시스템 실행 기화면

그림 5에서 그림 13까지는 도면정보 메뉴에 

있는 여러 가지 하부메뉴를 실행시켰을 때 나타

나는 화면의 로서, 화면에 나타난 지도  

심지역을 선택했을 때 그 지역의 임상, 경 , 

, 소 도, 지질, 토양, 경사, 생산능력 등의 속

성정보와 함께 면 , 둘  등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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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면정보 메뉴의 임상 실행화면

그림 6. 도면정보 메뉴의 경  실행화면

그림 7. 도면정보 메뉴의  실행화면

그림 8. 도면정보 메뉴의 소 도 실행화면

그림 9. 도면정보 메뉴의 임상정보 종합 실행
화면

그림 10. 도면정보 메뉴의 지질정보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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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도면정보 메뉴의 토양정보 실행화면

그림 12. 도면정보 메뉴의 산지이용구분 실행
화면

그림 13. 도면정보 메뉴의 임지생산능력 실행
화면

그림 14. 산림정보 메뉴의 임황 실행 

그림 15. 시업정보 메뉴의 시업계획 실행 

그림 16. 시업정보 메뉴의 시업내역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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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기타정보 메뉴의 검색기능 실행 

그림 14는 산림정보 메뉴  임황을 실행시

킨 화면으로 림계획 자료에 포함된 산림조사

부의 임황에 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림 15

는 각종 시업계획의 종류, 수립과정을 나타내는 

화면이며, 그림 16은 시업내역의 실행을 통해 

기왕에 수행되어진 각종 시업의 내역을 나타내

는 화면이다. 그림 17은 기타정보 메뉴  검색

기능의 실행 사례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SQL 

질의 구문을 이용하여 화강편마암의 지질조건

을 갖는 경사도 31°이상이면서 임지의 생산능

력이 4 지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 울폐도가 

하고 소경목을 심으로 하는 21～30년생의 

활엽수림이 분포하는 곳을 지도 상에서 찾아내

는 사례이며, 화면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치를 

즉시 찾을 수 있고, 이때 공간자료와 속성자료

가 결합된 일로 장할 수도 있다.

결론  향후 과제

학연습림 기능의 다양한 확 가 요구되

는 시 에서 보다 효율 이고 과학 인 학

연습림 리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

으로 단된다. 그 일환으로 본 연구는 구

학교 성주연습림을 상으로 산림정보를 체계

으로 수집, 리하고, 효율 이고 지속 인 

산림자원의 이용과 사용목 에 따라 효율 으

로 분석, 출력이 가능하도록 GIS 기술을 용

하여 산림정보시스템 구축을 시도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습림 리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도면정보의 유지와 통합 과정에서의 어

려움을 해소하고 치  통일성과 정보의 통

합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수치주제도들

을 첩하여 지분석 등 사용자가 원하는 지

역을 쉽게 추출할 수 있었고, 평면 이면서 방

한 산림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원하는 

자료의 신속한 검색, 분석, 리가 용이해졌다. 

셋째, 림계획은 물론 연습림지역의 각종 계

획수립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으며, 기존 수작업 주의 림계획 

체계를 탈피하고 학연습림으로서의 다목

인 기능을 확보함에 있어 효율 이고 과학

인 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단되었다.

그러나 산림정보시스템을 지속 으로 활용

할 수 있기 해서는 계속 인 자료의 수집, 

리와 보완 작업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갱신

하여 으로써 효용성을 증 시켜 나갈 수 있

을 것이며, 이를 해 다음과 같은 문제   

외부  요구를 수용할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단되었다.

첫째, 무엇보다 추가 인 산림자원조사를 

면 으로 실시하고, 산림조사부의 사항들이 

최신정보로 시 히 갱신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공간자료 구축시 도면 오차의 최소화와 

속성자료들의 획득시 정확성을 유지한 측량, 

측정에 기 하여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문제

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개발계

획이 친환경 이 되도록 사  평가할 수 있는 

기법들이 시스템 기능에 포함되도록 강구되어

야 하겠다. 넷째, 학연습림 기능에 우선 으

로 추가될 자연학습 로그램의 도입과 운

을 염두에 두어 환경해설/안내시스템의 연계 

운용에 한 기술 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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