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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임업현실을 반영하고 추후 민간차원의 시장도입을 고려하여 산림경영

단위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산림경영인증의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산림경영단위의 C&I

특성을 적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산림경영인증 기준과 지표 중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

의 도출을 위해 정책·생태·사회·경제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HP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SC 산림경영인증 심사과정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의 FSC 인증심사 시 제기된 문제

점과 인증심사 과정을 심층 분석하여 실제 인증심사 시 고려해야 할 우리나라의 임업특수성을 재조명하였다. 그리

하여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임업현실을 반영한 7개 기준 27개 지표를 한국형 산림경영인증 기준과 지표로 선정하

여 92개 현장점검 항목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the introduction of forest certification (a private enterprise) in Korea

by developing C&I with consideration of the Korean forestry situation. For this study, 6 attributes for

establishing certification system at FMU level was applied. To weigh relativ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sortment and indicators, AHP survey was conducted to each experts in political, ecological,

social, and economic field. By the experts attending FSC's auditing process, indicators adopted through AHP

survey were inspected again for the realistic application in the fields. In this process, the typical environment

of Korean forestry in real aspect and problems in FSC system were reaffirmed. Therefore, 7 criteria, 27

indicators and 92 checklists were finally developed for the construction of forest certifi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AHP surveys and from investigation on the realistic situation in th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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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

lopment, UNCED)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의 개념이 제시된 이후, SFM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이 되어 UN을

중심으로 IPF(Intergovernmental Panel on Forests) 및

IFF(Intergovernmental Forum on Forests) 등의 국제회의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ITTO(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1990)를 시작으로 헬싱키프

로세스(1994)·몬트리올프로세스(1995) 등이 연이어 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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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현을 위한 C&I(Criteria & Indicators)를 개발함에 따

라 SFM에 대한 논의가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SFM을 위한 C&I는 주로 국가차원(ITTO, Tarapoto,

ATO 프로세스는 국가차원의 C&I와 유사한 산림경영단위

차원의 C&I가 개발되기도 함)의 기술(記述)적 접근방식으

로 정보공유의 성격을 띠고 있다(Ewald R. and M.

Simula. 2003). 같은 맥락에서 SFM을 위한 C&I의 개발

(Prabhu et al., 1999; Wijewardana et al., 1998; Woodley

et al., 1998a)은 주로 정부 혹은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SFM

의 구체적인 개념정립과 더불어 SFM을 구성하는 기본적

인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인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

롯되었다. 즉, C&I의 개발은 SFM의 진척상황에 대한 체

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적 의미를 지닌다(서승진, 2000). 

이 평가적 의미의 C&I는 산림경영단위에서 보다 뚜렷

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실제로 산림경영이 얼마나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유지·관리되어 경제성이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느냐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산림인증제도에 활용되고 있다.

산림인증제도는 지시적 기준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혹

은 바람직한 산림경영을 위해 민간차원의 시장참여자들

에 의해 창안된 제도(Ewald R. and M. Simula. 2003)로,

환경친화적 소비자들에 대한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마케팅을 위한 일종의 브랜드 가치를 지니게 된다. 국내

적용된 산림인증제도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의 10개 원칙, 56개 기준 및 157개 지표가 국유림과 도유

림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FSC의 C&I는 열대림의 불법벌

채로 인한 산림생태계의 교란과 환경파괴 방지를 목적으

로 개발되어 환경적 요소에 대한 C&I가 매우 엄격하기 때

문에, 산림구조 및 산림소유 규모와 형태면에서 매우 열

악한 우리나라의 산림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또한 국내 산림에 대한 인증 심사자가 모

두 외국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의 임업현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인증심사 시 소요되는 제

경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환경성과지수에서 149개국 중 51위

를 차지하였는데, 그 중 환경보건분야는 37위로 다소 우

위를 보인 반면, 생태계 지속성 분야는 109위에 그쳐 상

대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산림청

에서는 연간 산림감소면적을 4천ha로 축소하고, 국내 산

림인증면적을 현재 72,600ha에서 30만ha까지 확대할 계획

을 공표하였다(산림청, 2008).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임업현실을 반영한 산림인증

제도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산림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서승진(2000)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기준 및 지표의 개발을 통해 몬트리올프로세스 회원국

으로서 우리나라의 산림상황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국가차원의 C&I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산

림경영단위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산림인증 C&I 개발

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

는 우리나라의 임업현실을 감안하여 산림경영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산림인증체계의 확립을 위한

C&I를 개발함으로써 해외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

는 데 일조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는 SFM의 이행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가차원 및 산림경영단위의 C&I 17개 세트1)를 이

용하여(Table 1) 각 C&I 세트별 분류와 비교·분석을 통

해 구축된 산림경영단위의 C&I 특성(Table 2)을 적용하

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국형 산림경

영인증체계 확립을 위한 C&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

다 실제적인 C&I 후보 검정과정이 필요하므로, Table 1

에 제시된 C&I 세트 중 산림경영단위에 해당하는 C&I

세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각각의 C&I 세트

는 크게 정책·생태·사회·경제분야로 구분(CIFOR,

1)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FM을 위한 C&I와 산림인증제도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SFM으로 동일하며, C&I의 내용 역시 크게 이질적이지 않으므로 SFM을 위한 공통적 속성의 도출을 위해 분석 자료로 활용함.

Table 1. 분석에 사용된 C&I 체계.

구분 ATO
Dry-Zone 

Africa
Dry For-

est in Asia
Montreal 
Process

Pan-Euro-
pean

PEFC ITTO
Lepate-
rique

Tarapoto
The Near 

East
FSC MTCC ATFS 계

C
N 5 7 8 7 6 6 7 8 7 7 - - - 68

F - - - - - - 7 4 4 7 10 6 9 47

I
N 65 48 49 54 104 - 66 53 34 65 - - - 538

F - - - - - - 57 40 22 65 56 29 25 294

계 70 55 57 61 110 6 137 105 67 144 66 35 34 947

주-C: 기준, I: 지표, N: 국가차원, F-산림경영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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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하였으며, 각 분야별 C&I는 내용 및 의미의 유사

도에 따라 다시 중분류 하였다.

2. 연구방법

1) 기준 선발

한국형 산림경영인증 기준의 선발을 위해 Table 1에 제

시한 7개의 C&I 세트 중 산림경영단위에 해당하는 47개

기준만을 발췌하여 Table 3의 체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C&I 세트의 기준이 SFM의 이행을

위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국내법에 우

선하는 국제협약으로서의 몬트리올프로세스와 시장 확보

를 위한 국가 간 상호인정 필수요소인 PEFC의 내용에 부

합하는 기준을 선발하였다.

2) 지표 선발

한국형 산림경영단위의 지표 선발과정은 Table 1에 제

시한 294개의 지표 후보를 바탕으로 의미가 중복되거나

국내 임업현실과 동떨어진 지표를 추출하여 삭제하는 순

차적 검정과정으로 총 5단계를 거쳐 선발하였다(Table 4).

지표 선발을 위한 각 분야별 지표는 내용에 따라 정책

분야 17개, 생태분야 16개, 사회분야 8개, 경제분야 11개

항목으로 중분류 하였다(Table 5). 

(1) 전문가 AHP 설문조사

최초의 294개 지표 중 내용중복 및 한국의 임업현실과

동떨어진 지표를 1차 삭제한 163개 지표를 토대로 전문가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 계층화분석법)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표본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정책·생태·

사회·경제분야 전문가 각 10명을 임의 추출하여 선정하였

으며, 2008년 9월 2일~2008년 10월 17일까지 e-mail 혹은

방문조사에 응답·수거된 설문지 25부(응답률 62.5%)에 한

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분야별 4가지 유형으로 작성하

였으며, 각 분야별 중분류 및 세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

도를 9점 척도로 쌍대비교한 결과를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

였다. 이때, 각 동일한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자 간의 편차

가 다소 크게 나타나 동일항목별 기하평균값을 산출하여

각 지표에 대한 가중치와 일치성지수(Consistency Index, CI)

를 산정하였다. 세부지표 선발의 경우는 각 세부지표의 고

유 가중치와 그 지표의 상위계층, 즉 중분류 가중치의 곱으

로 각 세부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하였으며, 각 지표의 가중

치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지표만을 채택하였다.

(2) 현장적용가능성 검토

현장적용가능성 검토는 전문가 AHP 설문조사를 통해

선발된 43개의 지표를 대상으로 강원도의 국유림 및 도

유림의 FSC 인증 심사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국내 산림경영인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를 제외한 국내 인증사례 모두가 강원도의 국유림에

Table 2. 산림경영단위의 C&I 특성.

1 산림경영단위의 C&I는 국가차원의 C&I보다 그 수가 적다.

2 산림경영단위의 C&I는 투자/R&D, 탄소흡수원, 국제시장, 산림서비스 등과 같은 공익기능 및 국제기준 관련 C&I의
수가 현저히 적다.

3 산림경영단위의 C&I는 그 내용이 세분화 ·구체화되어 있다.

4 산림경영단위의 C&I는 산림경영에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산림경영단위의 C&I는 산림경영을 통한 경제적 편익 관련 지표의 비중이 높다.

6 산림경영단위의 C&I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지표의 비중이 높다.

Table 3. 산림경영단위의 분야별 기준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계

정책분야 경영, 법규준수, 산림자원, 제도, 투자/R&D, 소유권, 평가 7

생태분야 경영, 보호구역, 산림자원, 생물다양성, 생태계, 탄소흡수원, 토양/수자원, 환경친화 8

사회분야 산림편익, 지역사회 2

경제분야 경영, 산림자원, 산림편익, 임산물생산, 지역사회 5

Table 4. 최종지표 도출 절차.

도출단계 지표수 도출과정

원자료 294 분석대상 C&I 세트의
모든 지표 목록화

▼ ▼

중복성 제거 163

유사 또는 중복 지표의
제거

국내 임업현실과 동떨어진 
지표 제거

▼ ▼

전문가의견 반영
(AHP)

81 전문가 대상 AHP 조사
분석결과 반영

▼ ▼

현장적용가능성 
검토

43
의미중복 지표 제거

지표의 내용 중 현장점검 
성격이 강한 지표 제거

▼ ▼

최종 선발 27

산림경영단위의 C&I
특성 적용

한국의 임업특수성 반영 
유사 지표의 통합 및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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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될 뿐 아니라, 최근 도유림을 대상으로 한 인증이 추

가되어 산림경영인증과 관련된 최근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적용가능성 검토는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 2명을

비롯한 춘천국유림관리소 및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 담

당자가 참석하여 선발된 지표에 대해 심층 분석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의 임업특수성을 재

조명한 결과와 기존의 문헌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

인 지표 및 현장점검표를 개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기준 선발

산림경영단위에서의 C&I는 지역 혹은 국가차원의 C&I

와 같은 상위체계의 기준이 존재할 경우, 그 기준의 범위

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내용면에서도 상충되지 않는 방향

으로 개발되어야 한다.2) 한국의 산림경영인증 기준을 선

발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내법에 우선하

는 국제협약으로서의 몬트리올프로세스 기준과 시장 확보

차원에서의 국가 간 상호인정에 필수요소인 PEFC의 기준

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Table 1에

제시한 산림경영단위의 47개 기준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기준이 몬트리올프로세스 및 PEFC의 기준과 유사한 의미

를 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분야에서는 제

도 관련 기준에서 몬트리올프로세스의 기준과 일치하였

고, 생태분야에서는 생태계·생물다양성·토양/수자원 관

련 기준이 몬트리올프로세스 및 PEFC3)의 기준에 모두 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태분야 중 산림자원 관

련 기준은 PEFC에서, 탄소흡수원 관련 기준은 몬트리올

프로세스에서 각각 발견되었다. 사회분야의 기준은 몬트

리올프로세스 및 PEFC의 기준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었으

며, 경제분야의 임산물생산·산림편익 관련 기준은 2가

지 필수요소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산림인증 C&I가 국내법에 우선하는 국제

협약으로서의 몬트리올프로세스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국가 간 상호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책분야의 제도, 생

Table 5. 산림경영단위의 분야별 지표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계

정책분야
산림자원, 경영, 법규준수, 국제법 준수, 제도, 산림인증, 생태계, 평가, 지역사회, 소유권,
불법행위금지, 투자/R&D, 산림서비스, 환경친화, 임산물생산, 보호구역, 고용

17

생태분야
생태계, 생물다양성, 산림자원, 토양/수자원, 탄소흡수원, 보호구역, 환경친화, 경영, 사막화방지,
산림서비스, 법규준수, 평가, 투자/R&D, 임산물생산, 산림편익, 불법행위금지

16

사회분야 지역사회, 투자/R&D, 산림편익, 고용, 제도, 문화, 산림서비스, 법규준수 8

경제분야 제도, 임산물생산, 산림자원, 투자/R&D, 국제시장, 산림편익, 경영, 산림서비스, 소유권, 고용, 지역사회 11

Table 6. FMU의 기준 분류 및 한국형 산림인증 기준 선발 필수요소.

구분
법규
준수

경영 평가 소유권
보호
구역

환경
친화

지역
사회

제도
산림
자원

생태계
생물
다양성

토양/
수자원

탄소
흡수원

산림
편익

임산물
생산

ATFS ○
○(2)
●(2)
▲(2)

● ○ ● ●

FSC ○ ○ ○ ○ ● ● △(2) ▲

ITTO ○ ○ ● ● ● △ ▲

Lepaterique ○ ▲ ▲

MTCC ○ ▲ ● ● △ ▲

Tarapoto ○ ● △ ▲

The Near East ● ○ ▲ ● ● △ ▲

M.P.a ○ ● ● ● ● ▲ ▲

PEFCb
● ● ● ● ▲ ▲

계 4 7 1 1 3 1 2 5 4 5 6 5 1 8 7

주-○ : 정책, ●: 생태, △: 사회, ▲: 경제, M.P.: 몬트리올프로세스
a,b한국형 산림인증 기준 선발 필수요소

2)산림청(2005)은 SFM의 이행을 위한 국가차원의 C&I로 몬트리올프로세스의 C&I 중 국내 적용가능하거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정량적 C&I 위주의 7개 기준, 28개 지표를 발표한 바 있음. 이는 산림경영단위의 C&I를 구축함에 있어 그 내용이 국

가차원의 C&I 내용에 상충되지 않으며, Table 2에 제시한 산림경영단위의 C&I 특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을 전제함.
3) PEFC(Programme for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s)는 국가 또는 지역차원 산림인증프로그램의 상호인정을 위

한 구성체제로, PEFC 위원회에서는 국가 또는 지역차원의 C&I를 PEFC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로고

사용을 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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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분야의 생태계·생물다양성·토양/수자원·산림자원·

탄소흡수원, 경제분야의 임산물생산·산림편익 등의 8개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Table 6).

그러나 Table 6의 몬트리올프로세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탄소흡수원’ 관련 기준은 Table 2의 체계 2와 같이 산림

경영단위의 기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몬트

리올프로세스의 ‘탄소흡수원’ 관련 기준의 내용은 ‘지구

적 탄소순환에 대한 산림기여의 유지 및 증진’으로 명시

되어 있다. 이는 산림에 대한 지구온난화 방지 및 탄소흡

수원으로서의 사회적 요구가 매우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경제분야의 ‘사회유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산림편익의 유지 및 증진’의 하위개념으로 풀

이할 수 있으므로, 필요최소한의 C&I를 선정한다는 원칙

하에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사회분야의 기준은 국제협약으로서 국가차원의 기

준을 표방하고 있는 2가지 필수요소 모두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Table 2의 특성 6은 산림경영단위의 지역사

회 관련 지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

다. 실제 산림경영단위에서의 산림작업은 인근 지역에 대

한 각종 정보제공 및 인력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

능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은 산림경영에 직

접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로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역사회 관련 기준을 한국의 산림경영단위 기준에 포함

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분류 항목 중 산림편익 관련 기준은 사회분야 및 경

제분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

르지 않음으로 하나의 공통 기준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분야의 지역사회 관련 기준은 산림

경영단위에서의 인증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

으므로, 국내에 도입되어 1차 검증된 바 있는 FSC 기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단독 추가하였다. 이로써 한국형 산림경

영인증 기준은 정책분야(1), 생태분야(3), 경제분야(1), 경

제 및 사회 공통분야(1), 사회분야(1)로 모두 7개의 기준

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2. 지표 선발

1) 전문가 AHP 분석결과

(1) 분야별 중분류 가중치 

Table 5에 제시한 분야별 지표 중분류 중 국내 산림경영

단위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중분류 항목은 정책분

야 11개, 생태분야 11개, 사회분야 6개, 경제분야 9개 등

이다(Table 9).

1차 선발된 중분류 항목을 토대로 각 분야별 전문가

AHP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책분야는 산림자원·경

영·법규준수·국제법준수·제도 등 5개 항목에서 비교

적 높은 가중치를 나타냈다. 생태분야에서는 생태계 항목

에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생물다양성과 산

림자원 항목에서도 높은 가중치가 산정되었다. 사회분야

의 중분류에서는 지역사회 항목이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

냈으며, 그 외 투자/R&D·산림편익·고용 등에서도 가

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경제분야에서의 중분류 가중치에

서는 제도·임산물생산·산림자원·투자/R&D의 순으로

가중치가 산정되었다(Table 9). 한편, 가중치 산정 시 적합

성의 판단근거가 되는 일치성지수4)는 4개 분야 모두에서

4)  (단, n=행렬의 차원)

  일치성지수는 일반적으로 0.1이하일 때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CI
λ
max

n–

n 1–
------------------- λ

max
n≥,=

Table 7. 한국형 산림경영인증 기준의 도출과정 예시.

경제분야 기준내용

산림
편익

FSC 산림이 제공하는 편익

Lepaterique

산림생태계에 의해 제공되는 환경서비스의 보존 및 유지

사회 모든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림생태계의 다양한 사회경제 및 문화적
편익의 유지증진

Montreal Process 사회요구를 충족시키는 장기적, 다면적인 사회경제적 편익의 유지증진

PEFC 사회, 경제적 기능 및 상태의 유지

↓

기준  6. 사회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림편익의 유지 및 증진 

Table 8. 한국 산림경영인증 체계의 기준.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법 및 제도적 장치 정책

2 산림생태계의 건전성 및 활력도 유지

생태3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전

4 토양 및 수자원보호에 대한 산림관리

5 지속가능한 산림의 생산력 유지 및 증진 경제

6 사회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림편익의 
유지 및 증진

경제+사회

7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이해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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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이하로 나타나, 각 항목별 가중치에 대한 일관성이 확

보되었다. 

(2) 각 분야의 지표별 가중치

4개 분야의 지표별 가중치(w2)는 설문응답에 따른 각

지표 고유의 가중치(w1)에 분야별 중분류 가중치(Table 9)

의 곱으로 산출하였다. 즉, 각 분야의 지표별 최종 가중치

w2=w1×중분류 가중치로 산정하였다. 

각 분야의 지표별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중분

류 항목에서 파생된 세부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가중치의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일률

적인 기준에 의한 지표선발은 자칫 무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분류 간 가중치의 분포에 따라 그 기준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였다. 즉, 지표선발 가중치는 원칙적으

로 0.025) 이상을 적용하되,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예

외적인 지표에 한하여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높은 지표를

순차적으로 선발하였다. 

그 결과 정책분야에서는 경영(3)·제도(4)·법규준수

(3)·산림자원(3)·평가(3)·국제법준수(1)·소유권(1) 등

으로 전문가 AHP 설문을 통해 모두 18개의 지표를 채택

하였다. 이 결과에 중분류별 단독지표6)인 불법행위금지·

생태계·지역사회 관련 지표가 자동 채택되어 정책분야

에서는 총 22개의 지표를 선발하였다.

생태분야의 중분류 중 ‘사막화방지’ 항목은 국내 지표

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여 기각하였다. 또한 경영 관련

지표는 가중치가 현저히 낮은 1개 지표를 제외한 3개 항

목의 지표를 모두 선발하였으며, 그 외 산림자원(2)·보호

Table 9. 분야별 중분류 가중치.

정책

산림
자원

경영
법규
준수

국제법
준수

제도
산림
인증

생태계 평가
지역
사회

소유권
불법행위
금지

CI

0.194 0.162 0.106 0.106 0.102 0.080 0.066 0.064 0.061 0.032 0.027 0.0352 

생태
생태계

생물
다양성

산림
자원

토양/수
자원

탄소

흡수원
보호
구역

환경
친화

경영
사막화
방지

산림
서비스

법규
준수

CI

0.236 0.191 0.103 0.098 0.086 0.064 0.060 0.055 0.039 0.037 0.032 0.0327 

사회

지역
사회

투자/R&D
산림
편익

고용 제도 문화 CI

0.369 0.151 0.150 0.143 0.096 0.090 0.0376 

경제
제도

임산물생
산

산림
자원

투자/
R&D

국제
시장

산림
편익

경영
산림
서비스

소유권 CI

0.190 0.179 0.149 0.118 0.098 0.078 0.075 0.071 0.043 0.0420 

Table 10. 정책분야의 지표별 가중치.

 세부지표
중분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CI

경영
w1 0.072 0.142 0.213 0.051 0.153 0.068 0.066 0.041 0.040 0.070 0.022 0.047 0.016 0.0352 

w2 0.012 0.023 0.034 0.008 0.025 0.011 0.011 0.007 0.007 0.011 0.004 0.008 0.003 -

제도
w1 0.112 0.131 0.069 0.054 0.083 0.090 0.050 0.121 0.049 0.111 0.059 0.036 0.036 0.0261 

w2 0.011 0.013 0.007 0.006 0.008 0.009 0.005 0.012 0.005 0.011 0.006 0.004 0.004 -

법규
준수

w1 0.266 0.371 0.363 - - - - - - - - - - 0.0003 

w2 0.028 0.039 0.039 - - - - - - - - - - -

산림
자원

w1 0.291 0.196 0.078 0.070 0.216 0.148 - - - - - - - 0.0071 

w2 0.057 0.038 0.015 0.014 0.042 0.029 - - - - - - - -

평가
w1 0.225 0.111 0.054 0.176 0.114 0.169 0.061 0.055 0.035 - - - - 0.0251 

w2 0.014 0.007 0.003 0.011 0.007 0.011 0.004 0.004 0.002 - - - - -

국제법
준수

w1 0.326 0.674 - - - - - - - - - - - 0.0000 

w2 0.034 0.071 - - - - - - - - - - - -

소유권
w1 0.317 0.683 - - - - - - - - - - - 0.0000 

w2 0.010 0.022 - - - - - - - - - - - -

주: w1=지표 고유가중치, w2=w1*중분류가중치

5)가중치의 기준(0.02)은 각 분야별 지표의 상대적 가중치를 비교·분석한 결과로, 최소지표 선발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

에서 각 지표별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상한선으로 설정함.
6)단독지표란 AHP 설문을 위한 쌍대비교 대상이 아닌 지표 수가 1개인 항목을 의미하며, 이는 중분류 가중치의 항목에는 포

함되어 있으나 세부지표 가중치의 중분류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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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3)·환경친화(2)·생물다양성(4)·생태계(4)·토양

/수자원(4)·탄소흡수원(1) 등으로 모두 23개의 지표가 선

발되었다. 이 중 탄소흡수원 관련 지표는 모두 0.02 이상

의 가중치를 나타냈으나, 채택된 지표의 가중치가 기각된

지표의 가중치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 하나의 지표만

을 선발하였다. 이 결과에 생태분야의 단독지표인 법규준

수 ·산림서비스 관련 지표를 포함하여 모두 25개의 지표

를 선발하였다.

사회분야에서는 지역사회 관련 지표가 12개의 선발 지

표 중 5개를 차지하여 41.7%의 비중을 나타내었고, 산림

편익 관련 지표의 가중치는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두 지

표간의 편차를 고려하여 지표 2만을 선발하였다. 그밖에

고용(2)·제도(2) 등을 채택하여 모두 10개의 지표를 AHP

설문을 통해 선발하였고, 문화·투자/R&D의 단독지표를

추가하여 모두 12개의 지표를 선발하였다.

경제분야의 산림서비스(2)·산림자원(5)·제도(2)·투

자/R&D(2)·임산물생산(2) 등은 지표선발 가중치의 원칙

이 그대로 적용된 항목으로 국내 임업현실이 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도·투자/R&D 항목 중 가장 높

은 가중치를 나타낸 지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 구

조 및 재정기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인센티브의 유무’, ‘연구 및 기술보급 능

력’ 등으로 영세한 산림경영단위에서의 SFM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 경

영(3)·산림편익(4) 및 단독지표인 국제시장·소유권 등

을 추가하여 모두 22개의 지표를 선발하였다.

이로써 163개 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AHP 설문을 실

시한 결과 정책분야 22개, 생태분야 25개, 사회분야 12개,

경제분야 22개의 지표가 채택되어, 국가별 SFM을 위한

Table 11. 생태분야의 지표별 가중치.

 세부지표
중분류 

1 2 3 4 5 6 7 8 9 10 11 CI

경영
w1 0.379 0.251 0.217 0.153 - - - - - - - 0.0071 

w2 0.021 0.014 0.012 0.008 - - - - - - - -

산림
자원

w1 0.158 0.501 0.340 - - - - - - - - 0.0033 

w2 0.016 0.052 0.035 - - - - - - - - -

보호
구역

w1 0.233 0.272 0.274 0.094 0.079 0.049 - - - - - 0.0651 

w2 0.015 0.017 0.018 0.006 0.005 0.003 - - - - - -

환경
친화

w1 0.269 0.432 0.202 0.097 - - - - - - - 0.0174 

w2 0.016 0.026 0.012 0.006 - - - - - - - -

생물
다양성

w1 0.091 0.026 0.033 0.129 0.125 0.097 0.154 0.144 0.086 0.056 0.061 0.0367 

w2 0.017 0.005 0.006 0.025 0.024 0.018 0.029 0.027 0.016 0.011 0.012 -

생태계
w1 0.239 0.129 0.159 0.227 0.075 0.091 0.044 0.036 - - - 0.0496 

w2 0.056 0.030 0.037 0.053 0.018 0.021 0.010 0.009 - - - -

토양/
수자원

w1 0.048 0.171 0.225 0.161 0.067 0.085 0.058 0.185 - - - 0.0234 

w2 0.005 0.017 0.022 0.016 0.007 0.008 0.006 0.018 - - - -

탄소
흡수원

w1 0.315 0.685 - - - - - - - - - 0.0000 

w2 0.027 0.059 - - - - - - - - - -

주: w1=지표 고유가중치, w2=w1*중분류가중치

Table 12. 사회분야의 지표별 가중치.

 세부지표
중분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CI

고용
w1 0.155 0.128 0.222 0.169 0.085 0.242 - - - - - - 0.0392 

w2 0.022 0.018 0.032 0.024 0.012 0.035 - - - - - - -

지역
사회

w1 0.080 0.062 0.041 0.177 0.048 0.054 0.020 0.064 0.118 0.068 0.140 0.128 0.0472 

w2 0.030 0.023 0.015 0.065 0.018 0.020 0.007 0.024 0.044 0.025 0.052 0.047 -

산림
편익

w1 0.284 0.716 - - - - - - - - - - 0.0000 

w2 0.043 0.108 - - - - - - - - - - -

제도
w1 0.530 0.470 - - - - - - - - - - 0.0000 

w2 0.051 0.045 - - - - - - - - - - -

주: w1=지표 고유가중치, w2=w1*중분류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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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단위의 지표 가운데 국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 지표는 모두 81개로 집계되었다. 

2) 현장적용가능성 검토

선발된 지표의 현장적용가능성 검토는 AHP 설문을 통

해 선발된 81개의 지표 중 지표의 내용이 지향하는 목적 혹

은 의미가 유사한 지표의 통합 및 삭제 등을 통해 도출된

43개의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43개 지표의 분야별

구성은 정책분야 11개, 생태분야 13개, 사회분야 10개, 경

제분야 9개 등으로 분야별 2~12개의 지표가 축소되었다.

현장적용가능성 검토 과정은 전술한 일련의 과정을 통

해 선발된 지표를 대상으로 실제 산림경영단위에서의 적

용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이므로, C&I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43개로 축소된 한

국형 산림경영인증 체계안의 면밀한 평가를 위해 FSC 산

림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서류 항목과 세

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토대로 선발된 지표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토의를 진행하였다. 

홍천·평창국유림관리소 및 강원도유림의 FSC 산림인

증 심사 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은 대부분 우리나

라의 특수한 산림입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춘천국유림관리소·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 2008).

즉, 산지가 매우 험준하거나 수계망의 분포가 매우 조밀

하여 산림작업 시 많은 제약이 따르는 등의 내용이다. 또

한, FSC의 경우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사용 등의 규제가 엄격할 뿐 아

니라, FSC 기준에 적합한 약제의 사용에 추가적인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 여기에 임도시

설의 부족으로 인한 산림작업의 어려움이 추가되어 국내

산림입지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선발

된 지표의 쉽고 간결한 용어 사용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

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선발 지표의 현장적

용가능성 검토 과정을 통해 한국의 임업특수성을 크게 다

음과 같이 정리하였다(Table 14).

SFM의 이행을 위한 국내 산림경영인증체계의 지표 선

발과정에 있어 한국의 임업특수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경영 전반

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의미하며, 한국의 실정에 맞는

Table 13. 경제분야의 지표별 가중치.

 세부지표
중분류 

1 2 3 4 5 6 7 8 9 10 CI

경영
w1 0.248 0.139 0.348 0.266 - - - - - - 0.0252 

w2 0.019 0.010 0.026 0.020 - - - - - - -

산림
서비스

w1 0.128 0.343 0.327 0.202 - - - - - - 0.0334 

w2 0.009 0.024 0.023 0.014 - - - - - - -

산림
자원

w1 0.149 0.136 0.165 0.107 0.154 0.094 0.196 - - - 0.0342 

w2 0.022 0.020 0.025 0.016 0.023 0.014 0.029 - - - -

제도
w1 0.336 0.109 0.123 0.433 - - - - - - 0.0538 

w2 0.064 0.021 0.023 0.082 - - - - - - -

산림
편익

w1 0.159 0.112 0.097 0.216 0.189 0.228 - - - - 0.0576 

w2 0.012 0.009 0.008 0.017 0.015 0.018 - - - - -

투자/R&D
w1 0.194 0.207 0.306 0.293 - - - - - - 0.0467 

w2 0.023 0.024 0.036 0.035 - - - - - - -

임산물생산
w1 0.047 0.175 0.076 0.032 0.130 0.208 0.045 0.099 0.091 0.098 0.0640 

w2 0.008 0.031 0.014 0.006 0.023 0.037 0.008 0.018 0.016 0.018 -

주: w1=지표 고유가중치, w2=w1*중분류가중치

Table 14. 한국의 임업특수성.

한국의 임업특수성

1 산림경영단위의 대부분이 영세 소규모이다(산림청, 2008; 산림포럼·한국산림정책연구회, 2007).

2 부재산주의 비율이 매우 높다(산림청, 2008; 산림포럼·한국산림정책연구회, 2007).

3 산촌의 노령화로 산림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수급이 용이하지 못하다(국립산림과학원, 2003).

4 비목재임산물 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산림청, 2004~2008).

5 지형이 대체로 험하여 산사태 및 토사유출의 위험이 크다(마호섭과 정원옥, 2007; Oliver and Bell, 1994; 산림청, 2007).

6 산림작업을 위한 임도시설이 매우 열악하다(김종윤 등, 1996; 정도현 등, 2005; 산림청, 2006).

7 경영단위 내의 수계망이 매우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다(춘천국유림관리소·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 2008).

8 산림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관습 및 전통문화의 요소가 많다(춘천국유림관리소·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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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C&I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대

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 산림경영

인증 C&I를 개발함에 있어 Table 14의 내용이 충분히 반

영되도록 하였다. 

3. 한국형 산림경영인증 C&I 체계

SFM을 위한 한국의 국가차원 C&I로서의 몬트리올프로

세스는 기준 선발 시 필수요건 중 하나로 이미 적용하여 기

준을 도출(Table 8) 하였으며, 지표 선발은 전술한 바와 같

이 한국의 임업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된 지표를 선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현장적용가능성 검토 대상이

된 43개 지표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토의결과와 Table 14의

내용을 적용·보완한 결과, 의미 통합이 가능한 지표의 통

합 및 체크리스트 성격이 강한 지표의 전환 등을 통해 정

Table 15. 생태분야의 최종 지표 도출과정 예시.

중분류 C&I 체계 3차 선발 최종 지표안 최종 지표 채택/기각 근거

생태계

The Near 
East

천연갱신에 대한 의지 - - 천연갱신에 대한 현실성
희박

산림생태계의 분포
(식생종류, 천연 혹은 
인공에 따른 분류)

2.1 산림경영단위 내의 임
상 및 주요 수종과 식생종
류의 비율을 유지증진시
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 산림경영단위 내의 임
상 및 주요 수종과 식생종
류의 비율을 유지증진시
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위
한 필수 조건

ITTO

다음의 원인에 의해 영구
적 산림지내에서 손실된
산림의 면적 및 자연력 
* 산불
* 가뭄
* 폭풍 혹은 자연재해
* 병충해
* 다른 자연적 요인

2.3 산불, 병해충, 가뭄, 폭
풍 혹은 자연재해로 인해
손실된 산림면적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복원기
간 및 복원내용 등을 상세
히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2.3 산불방지 및 병해충 방
제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위
한 필수 조건(최소 지표선
발 원칙에 의해 통합)

-
2.4 산불방지 및 병해충 방
제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New -

2.5 임도건설, 사방사업 및
기타 모든 물리적인 교란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
소화하고 있다.

2.4 임도건설, 사방사업 및
기타 모든 물리적인 교란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
소화하고 있다.

한국의 임업특수성 6

토양/
수자원

Tarapoto

산림활동으로부터 수로
의 보호를 위한 조치

4.3 산림작업으로부터 수
계 및 토양보존을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의미중복

토양보존 조치 - - 의미중복

MTCC

토양과 수자원보호를 일
차적으로 관리하는 전체
산림면적 및 비율

- - 의미중복

-

4.2 토양 및 수자원의 보
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에 파악하여 산림경영계
획에 반영하고, 산림작업
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4.2 토양 및 수자원의 보
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에 파악하여 산림경영계
획에 반영하고, 산림작업
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한국의 임업특수성 7

주: ‘New’는 선발과정에서는 삭제되었으나, 한국의 임업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시 추가한 지표를 의미함

Table 16. 한국형 산림인증 C&I 분류.

기준(7) 분야 지표(2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법 및 제도적 장치 정책 제도(1), 법규준수(1), 경영(1), 소유권(1), 평가(1)

산림생태계의 건전성 및 활력도 유지

생태 생태계(3), 생물다양성(3), 토양/수자원(2), 보호구역(1)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전

토양 및 수자원보호에 대한 산림관리

지속가능한 산림생산력의 유지 및 증진 경제 경영(2), 산림서비스(1), 산림자원(3), 제도(1)

사회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림편익의 유지 및 증진 경제/사회 산림편익(1)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이해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사회 산림편익(1), 탄소흡수원(1), 제도(2), 지역사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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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분야 5개, 생태분야 9개, 사회분야 6개, 경제분야 7개 지

표가 채택되어 모두 27개의 지표를 잠정안으로 도출하

였다. Table 15는 최종지표를 도출하는 과정을 예시한 것

이다.

최종 도출된 한국형 산림경영인증 C&I의 분포를 살펴

보면 정책분야에서는 제도·법규·준수·경영·소유권·

Table 17. 한국형 산림인증 C&I.

기준 지표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법 및 
제도적 장치

1.1 산림경영에 적합한 국내의 모든 법률을 준수하며, 한국이 조인한 모든 국제협약 및
합의에 대한 이행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1.2 산림경영의 규모와 목적에 적합한 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1.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생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인 작업지침이 마
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산림작업이 시행되고 있다.

1.4 산림경영단위의 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예: 토지매매계약서, 임대
계약서, 대부계약서)가 상비되어 있다(한국의 임업특수성 2).

1.5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산림생태계의 건전성 및
활력도 유지

2.1 산림경영단위 내의 임상 및 주요 수종과 식생종류의 비율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2.2 산림경영단위 내의 산림시업제한 및 보호구역이 지도상에 정확히 표시되어 있고, 면
적이 명시되어 관리되고 있다.

2.3 산불방지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4 임도건설, 사방사업 및 기타 모든 물리적인 교란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한국의 임업특수성 5, 6).

3.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전

3.1 생태계의 유형별·천이단계별·영급별·산림소유 구조별 면적 및 구성비를 기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3.2 희귀·위협·멸종위기에 처한 산림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경영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3.3 모수(채종림·시험림), 야생동물 서식지 등 특별한 생물적 특성이 있는 지역을 별
도로 관리하고 있다.

4. 토양 및 수자원 보호에 대한
산림관리

4.1 산림경영단위 내에 존재하는 입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고, 그 면적이 기록 ·관리되고 있다(한국의 임업특수성 5, 7).

4.2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
고, 산림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한국의 임업특수성 7).

5. 지속가능한 산림의 생산력 유지 및 
증진

5.1 경영계획에 경제림 면적과 비율이 명시되어 있고, 산림생태계의 생산잠재력 및 현
재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다.

5.2 경제적·사회적·생태적 지속성을 고려한 생산관련 장기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
여 적절히 시행되고 있다.

5.3 벌채지는 벌채 후 관련 법률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 천연갱신 혹은 인공조림 등으로
반드시 재조림하고 있다.

5.4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의 수확량(재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5.5 연구·교육·지역사회의 직접적 이용 및 편익·휴양 등에 일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산림자원의 면적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5.6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6. 사회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림
편익의 유지 및 증진

6.1 지역전체 산림 대비 휴양 및 관광을 위해 관리되고 있는 산림지역(면적)이 명시되
어있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6.2 지역주민이 문화적·생태적·경제적 혹은 종교적으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
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다(한국의 임업특수성 8).

6.3 친환경·유기농 등과 관련된 인증 임산물은 판매지점까지 마크나 라벨, 별도의 보
관증 및 수반되는 송장을 통해 일반 임산물과 명확히 구별되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한국의 임업특수성 4).

6.4 산림경영단위 내의 산림관리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이 있
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동참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7.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이해당사자
들의 권리와 의무

7.1 산림경영에 있어 경영규모에 따른 지역공동체의 효율적인 참여와 자문을 위한 체
계가 정비되어 있다(한국의 임업특수성 3).

7.2 이해당사자들간의 효율적인 인센티브 배분 및 비용과 편익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7.3 산림경영으로 발생하는 고용관련 내용을 문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1: 각 지표 및 현장점검표는 표 14를 반영한 결과이며, 상기의 해당 지표 외에는 현장점검표에 적용됨
주2: 표 14의 1항은 C&I의 전반에 걸쳐 이행가능의지 표명 등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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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등의 항목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으며, 생태분야에서

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각 3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

하고 있고, 토양/수자원 2개, 보호구역은 1개의 지표가 나

타났다. 경제/사회분야의 공통적 속성을 지닌 산림편익 관

련 지표 1개를 포함하여 경제분야에서는 산림자원 항목이

3개 지표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경영이 2개, 산림

서비스 ·제도 등의 항목에서는 각각 하나의 지표가 채택

되었다. 사회분야의 경우는 제도에서 2개의 지표가 채택

되었으며 산림편익, 탄소흡수원 및 지역사회 지표에서도

하나씩의 지표가 채택되었다(Table 16).

전술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한국형

산림경영인증 C&I 체계는 Table 17과 같다.

최종 도출된 한국형 산림경영인증 C&I를 바탕으로 실

제 산림경영단위에서 SFM의 이행을 위해 모니터링 해야

할 항목을 체크하기 위하여 산림경영인증 현장점검표7)를

개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림입지 및 현황을 바탕으

로 구축한 맞춤형 C&I의 현장점검표로 한국형 산림경영

인증 C&I의 실제 적용을 위한 실무적 내용을 담고 있으

며, Table 18과 같이 일부 예시하였다. 

이 점검표는 FSC 산림인증 심사를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분석과 심사과정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자체 인증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과 캐나다의 C&I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모두

92개의 점검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이로써 한국형 산림

경영인증 C&I는 7개 기준, 27개 지표로 최종 도출되었

으며, 각 C&I의 내용에 따라 92개의 실무적인 점검사항

을 제시하였다.

결 론

산림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SFM이 자리매김한 이

후, SFM의 실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다각화 되면서

C&I의 개발이 가속화되었다. C&I의 개발은 SFM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립과 더불어 SFM의 진척상황에 대한 체

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산림경영

단위에서의 산림인증제도에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국내 적용된 산림인증제도는 FSC가 유일하며, 2008년

9월말 현재까지 국유림과 공유림 72,600 ha에 산림인증이

되었지만 FSC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국내 산림에 대한 인

증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심사의 적합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인증심사 시 소요되는 경

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국내 실정에 맞는 산림인증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의

특수한 임업현실을 고려하여 산림경영단위에서 실제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C&I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기준의 선발은 국가별 산림경영단위의 47개 기준을 대

상으로 SFM의 이행에 필수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몬트리

올프로세스 및 PEFC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지표

의 선발은 최초 294개 지표를 대상으로 의미가 중복되거

나 국내 임업현실과 동떨어진 지표를 추출 ·삭제하는 순

차적 검정과정으로, 전문가 AHP 설문조사와 FSC 인증심

사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한국의 임

업특수성을 반영한 27개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

로 SFM의 이행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해 92개의 현장점

검 항목을 제시하였다.

개별국가가 처해 있는 특수한 임업환경을 고려하여 새

로운 산림인증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그 나라의 산림경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

능하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산림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

며, 자체 C&I의 개발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산림경영계획

전반에 걸친 실제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SFM의 이행을 위한 자체 산림경영인증

Table 18. 산림인증 세부평가 항목 매뉴얼 예시.

기준 지표 현장점검사항

#4. 토양 및 수자원 보호에 대한 산림관리

4.1 산림경영단위 내에 존
재하는 입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고, 그 면적
이 기록·관리되고 있다
(한국의 임업특수성 5, 7).

① 경영단위내의 지형도 및 수계망도 등이 비치되어 있다(한국의 임업특수성 7).

② 토양 및 수자원 보호를 일차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지역의 면적과 비율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의 임업특수성 7).

③ 급경사지 혹은 침식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의 
산림시업이 엄격히 통제관리(모니터링)되고 있다(한국의 임업특수성 5).

④ 산림시업으로 인한 수계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작업을 시행하며, 답압 및 침식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복구대책이 마련되어 있다(한국의 임업특수성 7).

⑤ 토양구조, 비옥도 및 생물학적 활동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⑥ 필요한 경우 적절한 완충지대를 구획하여 관리하고 있다. 

7)현장점검표의 세부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의「한국의 산림인증 현황과 표준체계 시안 개발」(2009)과 신혜진(2009)의 석사학

위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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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개발에 대한 학술차원의 전문가적 입장을 대변한 것

이므로, 산림경영인증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현실적

요구가 반영된 산림인증제도의 마련을 위해서는 추후 민

간차원에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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