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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교토의정서 제3조 4항의 산림경영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을 위한 산림경영율 추

정방법으로 임의선택법, 계층추출법, 최대시업면적법, 중복시업면적법을 제시하였고, 그 중 측정·보고·검증가능한

(MRV) 방식에 있어서 현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되는 최대시업면적법을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림경영율은 전체산림면적 대비 산림경영면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산림경영면적은 산림경영활동의 정의에 따라

전체 산림을 시업지와 제한지로 구분하였다. 시업지의 산림경영면적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과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사업’의 시업이력을 근거로, 제한지의 경우는 ‘산지구분도’상의 공익용 임지를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사례연

구 대상지인 충청북도의 산림경영면적은 시업지 115,566 ha, 제한지 131,008 ha로 전체 산림면적 495,806 ha의 49.7%

(산림경영율)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교토의정서체계하에서의 우리나라 산림경영율을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

림경영율을 높일 수 있는 산림경영계획과 실행방안을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contingent valuation method, simple random sampling method,

systematic sampling method, maximum practice area method, and overlay practice area method as the estimation

methods for forest management area to estimate carbon dioxide sink by forest management as stated in Article

3.4 of the Kyoto Protocol. A case study for Chungcheongbuk-do was performed using maximum practice area

method which was thought of as the most rational method within MRV(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The forest management ratio was defined as forest management area over the total forest area. Based on the

definition of forest management activity, forest area was divided into practice forest land and non-practice forest

land. The area of forest mangement for practices was based on the ‘National Fores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nd the history of practices from the ‘Proposals on Private Management Information Database’. The area of

forest management for non-practices was based on the public used forest land from ‘Categorial map of forest

land’. It was shown that the forest management area of Chuncheongbuk-do was 115,566 ha for practice forest

land, and 131,008 ha for non-practice forest land. The forest managent ratio was 49.7% of the total forest area

of 495,806 ha. This study made possible to the estimation of the forest management ratio under Kyoto Protocol,

and had an advantage in searching for a practical method of forest management plan in which the forest

management ratio could be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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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협약 당

사국에게 주기적으로 온실가스통계 현황 및 전망을 포함

한 국가보고서를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2007년 발리로드맵을 채택하여 선진국

은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MRV;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감축 공약을 정하고, 개도국은 MRV 방식

의 감축 행동을 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KFS, 2010).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는 산림흡수원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감축목표 달성에 편입시키는 것은 인정하되 교토

의정서 제3조 3항의 신규조림(afforestation), 재조림

(reforestation), 산림전용(deforestation) 및 4항의 산림경영

(forest management), 농경지 관리(cropland management),

목초지 관리(grazing land management), 식생 복구

(revegetation)의 활동이 실시된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

량만을 산림흡수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제3조 4항에

는 제3조 3항 이외의 인위적인 활동 중 일부 또는 모든 사

항에서 기인하는 인위적인 온실가스 발생원으로부터의 배

출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에 따른 산입을 선택할 수 있다

(Kim and Lee, 2010).

일본의 경우 제3조 4항의 활동으로 산림경영과 식생 복

구를 선택하였으며, 특히 산림경영활동에 의한 탄소 흡수

량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결과, 2012년에 UNFCCC에 제

출된 일본의 국가보고서(NIES, 2012)에 따르면 2009년 까

지 실시된 산림경영면적은 14.4백만 ha이며, 제 1차 공약

기간의 탄소 흡수량의 목표치인 13백만 t-C을 달성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처럼 탄소 흡

수원을 위한 제3조 3항의 대상이 되는 산림의 확보 및 4

항의 식생복구, 농경지 관리 및 목초지관리에 의한 이산

화탄소 흡수량을 기대 할 수 없는 현실임으로 산림경영활

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산정 및 확보가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KFS, 2009). 

특히 2011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

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7)에서는 교토

의정서 2차 공약기간의 LULUCF 지침 개정에 있어서 산

림경영활동에 관한 계정이 의무보고 사항으로 결정되었

기에 MRV 형태의 산림경영활동에 관한 자료구축 필요성

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며, 산림경영활동에 따른 탄소 흡

수량을 인정받기 위해 산림경영율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

하고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토의정서 제3조 4항의 산림경영활

동이 이루어진 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 전

체 산림면적대비 산림경영활동이 이루어진 면적 비, 산림

경영율(forest management ratio)을 시범적으로 추정해 봄

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산림경영율 추정 접근법을 제시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산림경영 및 산림경영활동의 정의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산림경영에 관한 정의가 필요

하다. 교토의정서하의 산림경영에 관한 정의는 2001년 모

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

회에서 결정되었다. 여기서 산림경영을 ‘산림과 관련된 생

태적,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충족하

는 것을 목표로 한 산림이 존재하는 토지의 경영과 이용

에 관한 일련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론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각국이 저마다의 산림경영 실태에 의거하여 판단

하고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KFS, 2009). 

또한 교토의정서 임업부분의 우수실행지침(IPCC Good

Practice Guidance for LULUCF) 상에는 산림경영에 대한

정의를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

며, 국가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FRI, 2004; KFS 2009). 산림경영을 광의의 개념으로 적

용한다면 산림시업을 반드시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협의

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산림시업이력에 관한 자료구축 및

정보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Lee and Im, 2004; Lee et

al., 2006; KFS, 2009).

일본에서는 중앙환경심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본 임

야청과 일본 환경성이 ‘흡수원 대책 합동검토위원회’를 설

치하고, 인위적 산림경영활동이 행해졌다고 간주되는 산

림을 ① 1990년 이후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및 간

벌 등의 적절한 산림시업 실시되고 있는 산림, ② 법령 등

에 기준한 벌채 및 전용규제 등의 보전보호 조치가 취해

진 산림으로 정의하여, 각각 육성림(Ikusei-rin forest)과 천

연생림(Tennensei-rin forest)으로 산림을 구분하여 산림경

영 면적을 산출함으로써 협의의 산림경영의 채택과 더불

어 산림경영율을 산출하고 있다(Hiroshima and Nakajima,

2006; Ministry of the Environment. 2007; Matsumoto,

2008; The Government of Japan, 2008; Sasaki and Kim,

2008; Kim and Lee, 2010; Forestry Agency, 2011; NIES,

2012).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의의 산림

경영을 채택하고 인위적 산림경영활동이 행해졌다고 간

주되는 산림을 동일한 정의 ①과 ②로 설정하였다. 한편,

산림경영활동의 대상을 국내 전체 산림으로 규정하는 것

이 보다 높은 산림경영율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정의 ①에 해당하는 산림을 ‘시업지’로 정의

②에 해당하는 산림을 ‘제한지’로 구분함으로써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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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대상산림을 전체 산림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년 임업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시업지는 약 502만ha

이고 제한지는 약 135만 ha로 나타났다(KFS, 2012). 

2. 산림경영활동 자료

산림경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MRV 방식의 활동

자료의 제시가 요구된다. 산림경영 및 산림경영활동에 대

한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MRV 방식의 산

림경영활동 자료의 제공이 어렵다면 산림경영 면적을 산

정하는데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업지의 경

우에는 산림시업내역을 분석함으로써 정의 ①의 산림경

영 면적을, 제한지의 경우에는 제한지 전체의 면적을 정

의 ②의 산림경영 면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산림경영활동에 의한 산림경영면적의 산출을 위

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업지와 제한지와의 명확한 구분이

요구된다. 국유림은 대부분 산림경영계획을 위한 소반 구

분이 되어있고, 소반별 지종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 법

정지정림과 같은 제한지를 판별할 수 있으나, 공·사유림

의 경우에는 제한지인 정부부처별 보호구역(Table 1)의 공

간적 자료구축의 부재로 인해 개별 필지별로 확인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사유림의 경우에는

제한지에 관한 공간적 자료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시업지와 제한지와의 구분이 이루어지면, 시업지 내의

산림경영활동에 관한 자료, 즉 산림시업이력을 분석함으

로써 시업지 내의 산림경영 면적을 산출 할 수 있다. 국유

림은 이미 1960년대부터 실시된 산림경영계획을 통해 1990

년 이후의 소반별 시업이력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시업이력은 대장자료의 형태로 있거나 전산

화된 자료의 형태로 있어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

고 있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과의 DB 연동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국유림경영

정보시스템상의 산림시업내역을 분석하는 것으로 국유림

의 산림경영활동에 의한 면적의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한

편 2013년 ‘국가산림정보화 기반조성 4단계 구축사업’

(KFS, 2013)이 시작되어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종묘에서

조림을 거쳐 숲가꾸기와 벌채, 특수사업에 이르는 산림현

장 업무가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이 시

스템은 기존의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과 연동될 계획에 있

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산림경영정보의 취득이 용이할 것

Table 1. Protected and conserved forest land by government.

P/C forest land
Designation 

area (ha)
Relevant Act Appointor Etc.

Ecological Landscape
Protected Area

36,253 Nature Conservation Act 
Ministry of Environment,
Mayor&Governor

Total(35): Ministry of Environment,(9),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
time Affairs(4), Cities and Provinces
Designation(22)

Natural Park 780,900 Natural Parks Act 
Ministry of Environment,
Mayor&Governor

Total(78): National(20), Provincial(31),
County(27)

A Wild-life Reserve Area 89,879 Wild-life Protection Act Ministry of Environment Total(379)

Wetlands Conservation
Area

32,478 Wetlands Conservation Act 
Ministry of Environment,
mayor&governor

Total(29): Ministry of Environment(17),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
time Affairs(9), Cities and Provinces(3)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740,689
Act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Greenbelt 389,000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Greenbel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Urban Community Park 38,558
Act on Urban Park and
Green spa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ata of Current State of Affairs of
Urban Planning (2011yr.)

Public Service Forest
land (Forest Preservation
Area)

1,667,086
Act on Creating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 

KFS -

Forest Genetic Resource
Reserve Zone

126,868 Forest Protection Act KFS, Mayor&Governor
Merge Protection Forest and Forest
Genetic Resource Protection into Forest
Genetic Resource Reserve (2010.3.10)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Area or 
Protection Zone

162,600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9yr.

Baekdudaegan 
Protection Area

263,400
Act on Protection of
Baekdudaegan

KFS
Six Provinces, Thirty-two Cities and
Counties (2005. 9. 9 Announcement)
(Core zone: 1,699, Buffer zone: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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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 

산림시업이력에 관한 DB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

사유림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2011

년 산림경영정보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유림 경

영정보 시범DB 구축사업’(MetaGIS Consulting, 2011)을

통해 공유림을 포함한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정보 DB

구축이 필지단위로 현재 전국으로 확대되어 2015년에 완

료될 계획에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는 전국단위의 산

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산림경영정보의 획득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산림경영정보를 통해 보다 상세한

산림경영율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산림경영율 추정 방법

시업지의 경우에는 산림시업이력을 분석함으로써 산림

경영 면적을, 제한지의 경우에는 제한지 전체의 면적을 산

림경영 면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시업림의 산림

경영율 추정은 1990년 이후 산림시업에 관한 DB구축이

정비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이용하여 가능하다. 그러나 대

체로 국유림의 경우에는 시업이력에 관한 DB가 잘 정비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공·사유림의 시업이력에

관한 DB는 전국단위로 정비되어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산림시업에 관한 기록들이 종이대장 형태로 이루어

져 왔고 행정적으로도 5년간의 기록보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산림경영활동

에 관하여 2007년부터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육성림을

사유림과 국유림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으며, 표준지의

수는 수종과 지역에 따라 계통적으로 산출되었고 표준지

는 국가산림자원DB에서 임의 선택되었다. 조사항목은 현

재의 산림의 상태(수종, 임령, 본수 등)와 1990년 이후 시

업의 내용과 상태 등의 시업흔적 유무이다(Ministry of the

Environment. 2007; Forestry Agency, 2011). 

2007년부터 실시된 산림경영활동에 관한 현지조사는 현

재 20,000개소의 영구표준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국가보고서(NIES, 2012)에 제

시된 소유별 수종별 산림경영율은 Table 2와 같다. 즉, 조

사대상 표준지의 비율이 높은 삼나무와 편백은 지역별로,

낙엽송과 기타 수종은 전국단위로, 그리고 천연생림은 그

면적을 산출하여 전체 산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

여 산림경영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율 추정방법으로는 현지조사

를 통한 방법과 기 구축된 시업DB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현지조사를 통한 방법은 임의

선택법(simple random sampling)과 계통추출법(systematic

sampling)을 통한 산림경영활동의 흔적을 조사하는 것이

며, 시업 DB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최대시업면적법

(maximum practice area method), 중첩시업면적법(overlay

practice area method)을 들 수 있다.

1) 임의선택법

국유림의 경우 소반, 공·사유림은 필지를 임의선택하

여 해당 필지의 산림경영활동의 흔적을 조사하는 방식으

로 산림경영율은 조사대상 전체 필지의 수 대비 경영활동

의 흔적이 발견된 필지의 수로 정의할 수 있다. Figure 1

은 각 필지의 중심점을 조사지점으로 정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산림경영활동의 흔적으로는 조림, 풀베기, 가지치기, 덩

Table 2. Forest management ratio of Ikusei-rin forest in Japan (2012yr.).

Sub-category/Tree species Region Private forest National forest

Intensively managed forest

Japanese cedar 

Tohoku·Kita-kanto·Hokuriku·Tosan 0.82 0.84

Minami-kanto·Tokai 0.62 0.80

Kinki·Chugoku·Shikoku·Kyushu 0.67 0.81

Hinoki cypress 
Tohoku·Kanto·Chubu 0.78 0.82

Kinki·Chugoku·Shikoku·Kyushu 0.75 0.85

Japanese Larch The whole country 0.76 0.71

Others The whole country 0.58 0.73

Semi-natural forest - The whole country 0.26 0.59

Figure 1. Simple random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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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제거, 간벌, 임지정리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즉, 간벌

이후 남은 그루터기와 집재흔적을 통해 임지의 간벌 유무

를 확인할 수 있고 개벌흔적과 조림흔적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가지치기흔적은 가지치기 실시 이후 임

내에 방치된 나뭇가지 더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고 덩굴

제거흔적은 덩굴의 절단 유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

러나 오래전에 시업이 이루어진 곳이나 시업의 강도가 약

한 경우에는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흔

적조사에서도 시업흔적이 어려운 경우를 유령림의 풀베

기, 가지치기, 덩굴제거 시업과 노령림의 지속적인 보육시

업의 실시유무를 들고 있다(Forestry Agency, 2011). 

임의선택법을 이용하게 되면, 대상 수종별·영급별 산

림경영율을 추정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이는 수종별·

영급별 전체 대상지를 먼저 결정한 후에 임의선택으로 조

사 대상지를 선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의

적용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다. 즉, 조사지

점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소

반 및 필지의 기본적인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개 구

획의 면적 변이가 심하고 면적이 큰 구획의 경우 어디를

조사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계통추출법 

이 방법은 조사대상지를 계통적으로 추출하여 선정하

는 것이다(Figure 2). 이 방법을 적용하여 산림경영활동의

흔적을 조사할 경우 기존 국가산림자원조사(NFI; National

Forest Inventory)와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

히 5년 단위로 동일지점의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다만, 총 S1~S4 표본점의 수가 16,000개로 제한

적이고 각 부표본점(S2~S4)이 중앙표본점(S1)에서 50 m

간격으로 조밀하게 있어 표본점을 모두 이용하는 것은 한

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국가산림자원조사

(KFS, 2011)에서도 산림시업이력에 관한 조사항목이 있지

만, 이는 산림경영율 추정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활용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산림

경영율 추정을 위해서는 조사내용의 범주화 및 조사방법

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최대시업면적법

1990년 이후 이루어진 모든 시업을 산림경영 면적으로

산출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2가지 형태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소반이나 필지에 있어서 산림 시

업이 여러 해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다양한 시

업이 중복적으로 겹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중복적인 산림경영 면적의 산출을 피하기 위해 최대

시업면적법은 1990년 이후 실시된 시업면적 중 가장 큰

시업의 면적을 교토의정서체계하의 제3조 4항의 산림경

영면적으로 산정한다(Nakajima et al., 2006; Hiroshima

and Nakajima, 2006). 예를 들어 특정 소반이나 필지에서

1990년 이후 덩굴제거 1 ha, 가지치기 2 ha, 간벌 3 ha가

실시되었다면, 가장 면적이 큰 간벌 3 ha를 산림경영 면적

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 방법은 MRV 방식하에서 합리적

인 산림경영율을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시업별

이력에 관한 전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도 간단하며,

산림경영율을 높여나가기 위한 시업의 실행에도 용이한

편이다. 최대시업법의 개념적 모식도를 Figure 3에 제시하

였다.

4) 중복시업면적법

이 방법은 필지 혹은 소반에서 실시된 모든 사업의 면

적을 합집합(sum of sets)하는 형태이며, 최대시업면적법

보다 산림경영면적을 높일 수 있다. 단, 이 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각 시업별 공간적 범위에 관한 자료

가 전산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나라 경영정보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숲 가꾸기 사업 등의

설계시 작성하는 작업지시도 또는 표준지 배치도 등의 도

면을 수치도면화함으로써 중복시업면적법을 적용한 산림

Figure 2. Systematic sampling. Figure 3. Maximum practice area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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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율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사례분석

제시된 4개의 산림경영율 추정방법 중 MRV 방식 내에

서의 현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되는 ‘최대시업면

적법’을 적용하여 산림경영율 추정 사례분석을 실시하였

다. 사례분석 대상지로는 2011년 ‘사유림 경영정보 시범

DB 구축’ 사업을 통해 산림경영정보의 DB구축 사업이 완

료된 충청북도를 선정하였다. 충청북도의 행정단위 면적

은 743,318 ha이며, 산림면적은 495,806 ha로 임야율은

66.7%이다(KFS, 2012), 여기서 국유림은 88,701 ha, 공유

림은 82,257 ha, 사유림은 324,848 ha를 차지하고 있다

(Figure 5).

결과 및 고찰

1. 산림경영활동 자료

충청북도 국유림은 단양관리소(단양·제천경영계획구),

보은관리소(보은·영동·옥천·청원경영계획구), 충주관

리소(괴산·음성·충주경영계획구)의 관할로 1990년 이

후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상의 자료 수집이 가능한 시작

년도가 상이한 것(Table 3)으로 보아 경영계획구별로 기존

시업이력 DB와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민유림의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유림경영

정보DB를 이용하였으며, DB의 구축년도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주요 시업별 사업빈도를 살펴보면 국유림은 풀베기, 천

연림개량, 덩굴류제거, 솎아베기의 순으로, 민유림은 천연

림개량, 솎아베기, 조림, 풀베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회

시업의 면적은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솎아베기 순으로

민유림보다는 국유림이 전반적으로 시업단위가 큰 특징

Figure 4. Overlay practice area method.

Figure 5. National forest(red), public and private forest(green) of

Chungcheongbuk-do.

Table 3. Year of starting database on National Fores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National forest 
office

Forest management 
planning zone

Database 
start-up(yr.)

Danyang
Danyang 2004

Jecheon 2005

Boeun

Boeun 1992

Yeongdong 2008

Okcheon 1993

Cheongwon 2005

Chungju

Goesan 2005

Eumseong 1991

Chungju 2007

Table 4. Practice frequency and area by ownership of Chuncheongbuk-do. (unit: each, ha)

Forest Practice forest land Pt* Wd Vc Ty Tn In Th

National forest 

Frequency(A) 218 738 380 221 14 502 329

Working area(B) 1,363 4,687 2,117 874 271 8,491 2,251

B/A 6.3 6.4 5.6 4.0 19.4 16.9 6.8

Public & private forest 

Frequency(A) 7,001 6,120 2,371 3,120 4,707 10,853 7,713

Working area(B) 12,944 13,991 5,788 10,095 28,132 59,694 27,515

B/A 1.8 2.3 2.4 3.2 6.0 5.5 3.6

Notice: Pt(Plantation), Wd(Weeding), Vc(Vine cutting: new/supplement), Ty(Tending of young tree), Tn(Tending of natural forest),
In(Improving of natural forest), Th(Th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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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Table 4). 

국유림과 민유림의 소반 및 필지별 사업빈도의 수를 살

펴보면, 각각 1회의 시업만 이루어진 소반의 수는 580개

소와 17,496개소로 이는 전체 사업이 이루어진 소반 및 필

지 수의 62%와 73%에 해당한다. 국유림의 경우 1개 소반

의 경우 최대 37회의 시업이, 민유림의 경우 1개 필지에

서 32회의 시업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Figure 6).

2. 산림경영율 추정

산림경영율 추정의 첫 단계로 인위적 산림경영활동이

행해졌다고 간주되는 산림의 정의 ① 시업지 ② 제한지에

따라 이를 구분해야 한다. 충청북도의 제한지는 수치지도

의 형태로 구축완료된 산지구분도상의 공익용 임지를 추

출하여 이용하였으며, 공익용 임지의 면적 합계는 180,059

ha로 나타났고, 여기서 중복면적을 제거한 131,008 ha를

제한지의 면적으로 산출하였다(Figure 7).

제한지의 공간적 위치에 해당하는 곳을 제외한 시업지

의 경우 국유림은 소반, 공·사유림은 필지에서 시행된

시업에 대해 연도별 시업별 최대시업면적을 산출하여 이

를 산림경영면적으로 산출하였다. 즉, 국유림의 경우에는

각 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정보의 시작년도를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의 산림시

업별 최대시업이 일어난 면적을 산출하였으며, 2012년 기

준 국유림의 교토의정서 제3조 4항의 산림경영면적은

12,788 ha로 나타났다(Table 5).

공·사유림의 DB의 구축년도는 2003년부터 2010년까

지로 필지 단위의 시업종류를 기준으로 최대시업면적법

에 의해 산림경영면적을 추정하였으며, 2010년 기준

102,778 ha로 산출되었다(Table 6). 따라서 충청북도의 시

업지와 제한지의 산림경영면적의 합은 246,574 ha로 나타

Figure 6. The number of lot with practice frequency: national forest(left), public and private forest(right).

Figure 7. Location of non-practice forest land.

Table 5. The maximum practice area at national forest (practice forest land) of Chuncheongbuk-do. (unit : ha)

Year Wd* Fz In Tn Pc Ar Ty Vc Rp Pr Total

2008 231.9 59.2 2,316.3 1,729.1 519.5 201.5 306.1 432.0 8.0 11.5 5,815

2009 298.9 73.4 4,227.4 1,755.1 741.8 175.7 410.6 543.4 8.0 11.5 8,246

2010 330.2 69.4 5,211.6 1,769.1 1,374.0 155.7 512.1 626.9 8.0 11.5 10,069

2011 525.0 64.9 6,167.4 1,852.4 1,708.9 252.9 537.4 706.9 8.0 11.5 11,835

2012 584.3 64.9 6,833.0 1,840.7 1,833.1 301.1 526.4 796.5 8.0 0.0 12,788

Notice: Wd(Weeding), Fz(Fertilizing), In(Improving of natural forest), Tn(Tending of natural forest), Pc(Pre-commercial thinning),
Ar(Artificial regeneration), Ty(Tending of young tree), Vc(Vine cutting), Rp(Replanting), Pr(Pru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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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토의정서체계하의 제3조 4항의 산림경영율은 전체

산림면적 495,806 ha 대비 49.7%로 추정되었다(Table 7).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교토의정서 제3조 4항의 산림경영 활동

이 이루어졌다고 간주되는 산림을 정의에 따라 시업지와

제한지로 구분하였으며, 시업지의 산림경영율 추정을 위

한 임의선택법, 계통추출법, 최대시업면적법, 중복시업면

적법을 제시하였고, 그 중 최대시업면적법을 적용한 사례

분석에서 충청북도의 전체 산림면적 중 49.7%가 산림경

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림경영율의 추정과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이 있다. 첫째, 임업통계와 시업이력과의 불일치 문제이다.

특히 2011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사유림 경영정보 DB

구축사업의 경우 지자체별로 시업이력의 기록 및 보관의

형식이 서로 상이하여, DB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다. 특히 필지를 지정할 수 없는 형식의 기록이 있을 경우

이는 필지 외 기록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록을 전부 구축하더라도 임업통계연보에서 제시하고 있

는 연도별 산림시업별 면적에 비해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산형태의 자료구축 과정에서 기존 시업기록

의 누락, 필지 불명확성 그리고 특정시업으로의 규정 모

호성이 있어 구축과정에서 누락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누

락되고 있는 산림시업실적, 즉 임업통계연보의 수치에서

사유림 경영정보 DB의 산림시업별 차이를 산림경영면적

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시업지와 제한지의 명확한 공간적 구분이 필요하

다. 국유림의 경우 소반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유림의

경우에는 구분항목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임업통계연보

상에는 시업지와 제한지를 구분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제

시하고 있으나 조림 및 숲가꾸기 통계자료의 경우에는 그

구분이 없으며, 제한지에 관한 명확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한지의 경우 각종 개별법에

의해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되어 지정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밀한 제한지의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각 지정현황별 공간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기준연도의 설정 문제이다. 산림경영율 추정을 위

한 기준연도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가능한 1990

년으로 설정하게 되면 산림경영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

다. 우리나라 국유림의 경우에는 공통된 형식의 산림시업

이력의 기록이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이 운용된 2007년부

터이고, 사유림은 사유림경영 DB구축사업의 구축 시작년

도인 2003년부터 시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국유림의 경우에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과 이전의

시업이력과의 DB 연계가 필요하며, 사유림의 경우에는 구

축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DB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소반과 필지의 분할 및 병합 문제이다. 산림시업

의 입력단위는 국유림의 경우 소반, 공·사유림의 경우

필지단위이다. 즉, 소반이나 필지는 영구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분할되거나 병합되기도 한다. 이와 같

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존 산림시업의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국유림의 경우 산림

경영정보시스템상의 소반도의 갱신이력을 구축하지 않았

Table 6. The maximum practice area at public and private forest (practice forest land) of Chuncheongbuk-do. (unit : ha)

Year Pt* Wd Ty Vcn Vcs Th  Tn In Yp Af Others Total

2003 1,459 690 1,877 536 115 1,527 8,738 - - - 51 14,993

2004 2,611 1,389 2,770 946 282 2,380 11,523 - 10 - 264 22,175

2005 3,374 2,534 3,769 1,045 367 3,697 18,178 340 41 47 852 34,244

2006 4,168 2,622 4,465 1,008 438 4,825 18,959 5,985 69 47 2,621 45,207

2007 4,831 2,519 5,612 1,024 412 6,417 19,027 12,239 69 47 3,348 55,545

2008 5,766 2,521 6,079 1,099 342 9,412 18,941 21,241 101 69 3,767 69,338

2009 6,589 2,720 6,241 1,056 340 13,761 19,004 36,216 80 69 4,412 90,488

2010 7,534 2,811 6,236 1,024 329 15,915 18,513 44,506 76 119 5,715 102,778

Notice: Pt(Plantation), Wd(Weeding), Ty(Tending of young tree), Vcn(Vine cutting, new), Vcs(Vine cutting, supplement), Th(Thinning),
Tn(Tending of natural forest), In(Improving of natural forest), Yp(Yarding productivity), Af(Arrangement in Forest).

Table 7. Forest management ratio under K.P. 3.4 of Chungcheongbuk-do.

Forest land
Forest management 

area under KP 
(ha)

Total
Forest area of 

Chungcheongbuk-do
(ha)

Forest management 
ratio
(%)

Practice area
National forest 12,788

246,574 495,806 49.7Public & private forest 102,778

Non-practice area 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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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향후 구축예정인 산림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이에 관

한 이력을 구축할 계획에 있으며, 사유림의 경우에는 필

지의 갱신이력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향

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공간의 분

할과 병합에 관한 공간자료의 확보는 가능하게 되겠지만,

그에 따른 산림시업이력의 속성자료를 어떻게 배분하느

냐이다. 병합의 경우에는 병합되는 필지나 소반의 시업이

력을 모두 가져오면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며, 분

할의 경우에는 분할면적비에 따라 산림시업량을 할당하

거나 한 곳으로 일괄 할당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이다. 

산림의 탄소흡수량에 산림경영율과 일정한 할인율을 적

용함으로써 교토의정서체계하의 산림경영에 의한 탄소흡

수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능하면 산림경영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 단계에서부

터 실시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림시업 방법이 적용

되어야 하며, 특히 산림시업의 실시와 산림경영율의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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