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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1910년에 제작된 조선임야분포도의 산림정보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임야분포도 제작의 바탕이 되는 임적조사의 배경, 추진과정, 결과와 그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종이 도면

으로 남아 있는 조선임야분포도의 정보를 수치화하여 산림상태, 임상 면적 정보를 생산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910년 한반도를 현재의 남한과 북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북한지역이 성림지의 73%가 분포할 정도

로 남한지역보다 좋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남한지역은 치수발생지와 무립목지가 전체 산림의 8할을 차지할 정도

로 황폐화된 산림이 많았다. 현재 백두산과 혜산이 포함된 양강도 산림의 8할이 성림지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우량한 산

림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나무는 남한지역이 북한지역보다 약 2.7배 많이 분포하였다. 소나무 이외의 침엽수는 대부분 북

한지역에 분포하였다. 특히 남한지역 임야의 53%, 입목지 면적의 72%가 소나무로 구성되어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clarify the forest information shown in the Korean Peninsula 
Forest Distribution Map (KPFDM) printed in 1910. First, the background, process, results, and reliability of the Forest 
Survey Project (1910), which is the basis of the KPFDM, were evaluated. Next, the information of the KPFDM, 
preserved as a paper map, was digitized to show forest status and forest typ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nalyzing the Korean peninsula of the 1910 period in terms of the present South and North 
Korean regions, stocked forests were found to be more widely distributed (73%) in the northern region. The southern 
region largely consisted of deforested areas, with young-growth trees and unstocked forests making up 80% of all 
forests there. The northern region had abundant natural forests, with 80% of the forests in Yanggang-do, which 
currently includes Mt. Baekdu and the Hyesan area, composed of stocked forests. Pinus densiflora was found about 
2.7 times more often in the southern region than in the northern region. Large numbers of coniferous trees excluding 
Pinus densiflora were found in the northern region. In particular, 53% of the forests and 72% of the stocking land 
in the southern region were composed of Pinus densiflora.

Key words: Joseonimyabunpodo (The Korean Peninsula Forest Distribution Map), Pinus densiflora, Forest Survey 
Project (1910)

1) 

서  론

1.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1910년 임적조사(林積調査)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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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작된 조선임야분포도(朝鮮林野分布圖)의 산림정보

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1910년은 조선왕

조의 마지막이자 조선총독부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기이

다. 이런 이유로 조선임야분포도에 담긴 산림정보는 조

선후기 사회․경제 상황과 산림정책의 결과물이자 조선총

독부가 산림정책을 수립하는 데 출발점을 제공한 기초자

료였다. 조선임야분포도는 한반도의 산림 상태를 정량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로써 큰 가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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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순하게 산림이 좋다거나 황폐되었다는 정성적 평

가를 넘어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의 산림(성림지와 치수

발생지)과 황폐지(무립목지)가 존재하였다는 정량적 자

료를 제공한다. 또한 이 자료는 1910년 이후 현재까지 남

북한의 산림자원 변화 추이를 공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조선임야분포도는 50만분의 1 지도로, 도별 산림상태, 

임상 면적과 소유별 임야 면적을 담고 있는 종이 지도이

다. 이미 임적조사의 결과는 이 사업을 수행한 사이토 오

토사쿠(齋藤音作)의 회고록(Saito, 1933)과 조선총독부통

계연보의 임야통계에 1910년 기준 한반도의 도별 산림상

태와 소유별 임야면적이 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조선임

야분포도의 다양한 정보를 정량적, 공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이 지도 위에 표시된 속성 정보를 수치화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소나무와 기타 침엽수, 활엽수의 

분포 위치를 조선임야분포도에 표시만 하였지 해당 수종

과 임상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임적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조선

총독부통계연보의 임야통계에도 임상 면적 자료는 제시

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상에 표시된 소

나무와 기타 침엽수, 활엽수의 면적을 공간적으로 분할하

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조선임야분포도에 담긴 속성 

정보의 수치화와 임상 면적의 분할로 얻은 결과는 지금까

지 파악하지 못하였던 1910년 한반도의 임상 정보를 정량

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임적조사와 조선임야분포도의 이해

임적조사의 수립 배경, 추진과정, 조사 결과와 조선임야

분포도의 제작 과정 등은 사이토 오토사쿠의 다양한 회고

록(Saito 1933; Saito, 1935a; Saito, 1935b; Saito, 1936a; Saito, 

1936b; Saito, 1936c)에 비교적 자세히 실려 있다. 사이토 오

토사쿠2)는 임적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임야 정리 방침을 제안한 일본인 산림기사다. 그는 임적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한국 임야정리에 관한 

의견서(1910)를 1933년 조선임업일지(朝鮮林業逸誌)에 

2) 齋藤音作은 1910년 1월 통감부 농상공부 산림국 산림기사

로 한국에 와 임적조사를 실질적으로 수립, 실행했던 인물이

었다. 그는 이 임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임야정리에 

관한 의견서｣를 제안하고 대한제국을 강점한 이후 초대 산

림과장(1910.10.1～1915.3.31)이 되어 삼림령(1911)을 입안

하고 식민지 임정의 법적 토대를 만들었으며 제4대 영림창

장(營林廠長, 1915.3.31～1918.3.7)이 되어 국경임업을 담당

하는 등 총독부 초기 식민지 산림정책을 이끌었던 중심인물

이었다. 이후 퇴직하여 조선산림회 상담역을 담당하다 1936
년 6월 28일 폐렴과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Joseon Forest 
Association, 1936).

한국정부시대의 임적조사사업으로 게재하였다. 그는 

1935～1936년간 한국 병합 25주년을 기념한 조선산림회

보 특집호에 시정 전후의 치산 창시 시의 추억을 5회 

연재하면서 조선임업일지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개인적 

경험과 의견을 실었다. 5회의 마지막에 ‘미완(未完)’이라 

쓴 것을 볼 때 임적조사 완료 이후의 내용을 더 담을 계

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건강 악화로 1936

년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사

이토 오토사쿠의 회고록은 한 개인의 주관적 의견을 담

은 것으로 사실과 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식민지 산림정책의 관료로써 본인이 직접 관여한 정책에 

너그러울 수밖에 없었다. 사이토 오토사쿠 스스로는 이 

사업을 통하여 “천고혼돈(千古混沌)이었던 조선 임야의 

외모(外貌) 및 내정(內情) 모두 처음으로 그 개요를 명확

하게 할 수 있었고 치산정책의 획책 및 실행 상에 많은 

편리를 얻게” 해준 “귀중한 사업”(Saito, 1935a)으로 평가

하였다. 임적조사가 임야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산림상태를 기준으로 임야 소유를 자의적으로 구분하였

다는 점, 임상 구분 역시 정밀한 측량을 동반하지 않고 

산 위에서 목측으로 측정하였다는 조사 자체의 근본적 

한계점은 성과에 묻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임적조사와 이 결과로 제작된 조선임야분포도를 학문적

으로 평가한 임적조사사업에 관한 연구(Bae, 2000)가 있

다. 이 논문은 임적조사의 수립 배경, 실시과정, 결과 및 평

가, 그리고 이 사업과 표리(表裏)를 이루는 ｢한국 임야정리

에 관한 의견서｣의 평가를 통해 임적조사가 조선총독부의 

초기 식민지 산림정책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조선임야분포도에 담긴 산림 상황은 성림지, 치수발생

지, 무립목지로 구분한 임야 분포와 소나무(적송), 소나무

외 침엽수, 활엽수로 구분한 임상 분포를 포함하고 있다

(Figure 1). 성림지, 치수발생지, 무립목지로 구분한 임야 

분포는 정량적 통계 자료가 제시된 반면 임상 분포 자료

는 지도 위에 위치만 표시되었을 뿐 정량적 통계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당시 전국 수준에서 성림지는 32.3%, 

치수발생지는 41.8%, 무립목지는 25.9%로 조사되었다. 

약 80%의 성림지는 평안도, 강원도, 함경도와 같은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소유별 임야 분포

는 국유림, 사찰림, 사유림으로 구분하고 정량적 통계와 

공간적 분포를 제시하였다. 국유림은 봉산(封山), 목장

(牧場), 관용시장(官用柴場)과 같은 관리기관이 있는 국

유림과 사인(私人)이 이용하지 않는 관리기관이 없는 국

유림으로 구분하였다. 사유림이 46.6%, 관리 기관이 없

는 국유림이 45.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조선후기 봉

산, 목장, 관용시장과 같은 국가가 직접 관리한 임야는 

6.5%에 불과하였다. 사유임야의 90%는 치수발생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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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립목지(30%)로 구성되어, 대부분의 사유림이 황폐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주목할 점은 임적조사 결과 중 임야 소유 정보는 근본

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본래 임적조사라고 

하면, 임야 일필지(一筆地)마다 소유권, 경계, 지황, 임황 

등을 조사하는 사업을 뜻한다. 그러나 임적조사는 짧은 

기간에 일제의 식민지 산림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초

자료인 산림상태와 임야소유의 개요를 구비하는 것이 목

적이었기 때문에 조사의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할 필지의 

경계 측량이나 소유권을 법인(法認)하는 근본적인 조치는 

실행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 없

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임야소유를 구분함에 따라 산하

주민과 연고가 있는 북부지역의 많은 산림이 관리기관이 

없는 국유림으로 편입되어 조사되었다. 임야소유 구분에 

한정하면 조선시대의 봉산, 목장, 관용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기관이 있는 국유림’에 관한 자료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뿐 나머지는 참고자료에 그칠 정도로 간략한 

조사였다. 즉, 소유별 산림 면적은 산림소유자를 직접 조

사한 것이 아니라 산림의 상태로 임야소유권을 유추한 것

에 불과하여, 그 신뢰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

다. 이런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조선임야분포도의 주요 결

과 중 하나인 임야 소유 정보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이토 오토사쿠는 조사의 정밀함을 고려하

기보다는 당시 유일한 기초자료인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

로 일제강점기 초기 식민지 산림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각

론적 현안을 도출하였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
국 임야정리에 관한 의견서｣(1910)의 주요 내용은 이후 삼

림령(1911), 국유임야구분조사사업(1911～1924), 임야조사

사업(1917～1924)을 통해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더한 식민

지 임정으로 현실화되었다. 즉, 이 의견서에서 제시된 임

야정리 방안대로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우량한 산림은 

Classification
National forest with 

official administration
National forest without 
official administration

Temple-owned 
forest

Private forest Total (%)

Mature forest 628,640  3,666,561 96,721 731,563
5,122,122

(32.3%)

Sapling
forest

186,909 1,987,851 34,411 4,410,302
6,619,473

 (41.8%)

Un-stocked 
forest

221,624 1,613,589 34,270 2,237,978
4,107,461

 (25.9%)

Total
(%)

1,035,373
(6.5%)

7,268,001
(45.9%)

165,402
(1.0%)

7,380,843
(46.6%)

15,849,619

(100.0%)

Source : Saito (1933a, p. 53).

Table 1. Forest type by forest ownership resulted in Forest Survey Project, 1910.           Unit: Jungbo (1 Jungbo=0.99 ha)

Figure 1. The Korean Peninsula Forest Distribution 
Map in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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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존국유림으로 지정하고 이후 대량 벌채를 통한 식민재

정 충당과 일본인 자본의 유인에 이용하였다. 산하주민

과 연고 있는 산림은 일단 불요존국유림으로 편입한 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연고 있는 지역민과 일본인에게 양

여되거나 조림대부용 임야로 처분되었다(Bae, 2000). 

결국 임적조사는 “전국의 관민유 임야의 배치 및 임상의 

개요를 파악”(임적조사내규 제1조)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여 결과를 생산하였다. 적은 경비로 28명의 

조사원이 5개월 만에 수행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로, 그 

결과의 정밀도를 논하기에는 신뢰성은 낮지만 본래의 조

사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중 산

림상태와 임상 자료는 1910년 당시 우리 산림의 윤곽과 큰 

그림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분명 정밀함은 떨어지지

만 1910년 한반도 산림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는 현재까지 

이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1910년 한반도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의 상태와 임상을 공

간적으로 표시한 조선임야분포도는 조선후기 산림을 정량

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선임야분포도의 수치화 방법

조선임야분포도라는 종이지도를 수치화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종이지도

를 스캔하여 그림파일로 만들고 좌표정보를 부여해야 한

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타 공간정보(행정구역도 등)와 공

간적으로 부합할 수 되도록 기하보정(Geometric Correction)

을 해야 공간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기

반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기하보정이란 영상자료에 포함

된 위치적인 왜곡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며, 정확한 좌

표 정보를 가지는 지점 정보를 준비하여 분석하고자 하

는 지도 내 동일 지점에 해당 좌표를 부여하고 나머지 지

역을 이를 기준으로 위치를 변환하는 과정이다. 보정에 

의해 공간 매칭이 된 그림 파일로부터 각종 의미가 있는 

산림의 경계 픽셀을 추출하여 이를 ‘선(line)’으로 변환하

고 이를 다시 ‘면(polygon)’으로 변환한 후, 속성정보를 

입력하면 수치화된 산림지도가 제작된다.

기하보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도는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제공받은 2015년 기준 남한지역 행정구역도, 

2010년 기준 북한지역 행정구역도를 병합․수정하여 이용

하였다. 또한 이미지의 수치화 과정은 종이임상도를 수

치임상도로 변환하는 기존의 표준 체계(Kim 등, 2008)를 

적용하였다. 자세한 방법은 작업 과정별로 아래 구체적

으로 기술하였다.

1) 수치화 대상 지도의 준비

조선임야분포도는 접을 수 있는 책으로 제작되어 있어

서 책을 펴서 스캔했을 경우 책의 제본 부분이 보이게 된

다. 제본 간격이 포함된 형태로 기하보정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정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책의 쪽별로 그

림파일을 분할하고 재접합하여 제본 간격을 삭제한 그림 

통판을 제작하였다(Figure 2). 제본 간격이 삭제된 그림 

통판에 당시 사용한 좌표계(TM 좌표계, Bessel 타원체, 

Tokyo Datum)를 등록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행정구역도

를 기준으로 기하보정하여 행정구역도 외곽 경계에 최대

한 부합하도록 공간 매칭을 수행하였다. 행정구역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0년 제공한 북한 광역시도 경계

와 2015년 기준 임상도 통판 제작 시 활용한 남한 광역시

도 경계를 통합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Original scan image Modified image

Figure 2. Removal of intervals between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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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ne 추출 및 정제

공간 매칭이 된 그림파일 준비(1단계)의 다음 단계는 

임분의 경계 라인을 추출하는 것이다. 픽셀의 R/G/B 정

보의 임계치를 설정하여 임분 경계 라인이 추출되도록 

하고 해당 그림파일(2단계)을 별도로 저장하였다. 2단계

에서 추출된 픽셀에는 추출 대상이 되는 선과 불필요한 

표기들이 섞여 있다. 또한 오래 전에 제작된 지도이기 때

문에 색깔 변색으로 추출되어야 하는 선이 제대로 추출

되지 않아 끊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원하지 않는 

지점의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빠져 있는 부분을 채

우는 작업이 라인의 정제작업이다. 불필요한 픽셀을 지

우고, 추가로 필요한 픽셀을 추가로 그려 넣고, 최종적으

로 정제된 픽셀을 라인으로 변환하는 작업(3단계)은 

ArcGIS의 ArcScan 모듈에서 수행하였다(Figure 3).

라인으로 변환된 자료는 다시 폴리곤으로 변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모든 라인이 차폐되어야 한다. 모

든 라인이 폴리곤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opology 검사 과정(4단계)을 

거치고 오류가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라인을 

완성하였다. 최종적으로, ArcGIS의 Tool(line to polygon)

을 이용하여 라인을 폴리곤으로 변환하였다. 이 과정은 

산림상태(성림지, 치수발생지, 무립목지, 기타)의 구분을 

위해 수행되었다. 

3) 수종과 임상 구분 및 화전 지역 영역 설정

산림상태가 구분된 폴리곤 안에는 수종과 임상(소나무, 

소나무 이외의 침엽수, 활엽수)이 표기되어 있다. 수종 

정보를 공간적인 정보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폴리곤 내부

의 수종 표기에 따라 영역을 분할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는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의의 분할 기준을 설정

하였다. 우선 폴리곤의 형태에 따라 독립적으로 분할이 

가능한 지역은 구분하였다(기준 1). 또한 폴리곤 내에 능

선이나 하천 등 명백한 공간적 구분 라인이 있을 경우 이

를 기준으로 세분류하였다(기준 2).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한 분할을 거친 이후에도 공간구획 내에 여러 가지의 

수종 표기가 존재하여 하나의 수종 속성을 결정하지 못

하는 경우, 수종표기 간 동일거리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

정하였다(기준 3). 즉, 점 사이의 동일한 거리를 기준으로 

제작되는 Thissen Polygon 경계3)를 이용하여 영역을 분

할하였다(Figure 4).

화전지역의 경우 수종 표기와는 달리, 수종 표기와 섞

여서 분포하거나 일부 지역에만 밀집해서 분포하는 경향

이 있었다. 따라서 위의 수종 분할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

용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화전으로 표기된 지역을 일정 

버퍼를 두어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일제강

점기 1933～1943년간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실린 화전면

적은 366,570정보(1933)에서 443,040정보(1938) 사이에 존

재하였다. 1910년 당시 화전면적은 이 중간인 40만 정보

(396,696 ha)로 가정하고 지도상에 표기된 화전 지점의 

개수가 1,881개인 것을 고려하여 각 화전 지점의 버퍼 설

정을 위한 반지름을 850 m로 설정하였다(1단계). 버퍼 

영역 내에 비산림지역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제거하였다(2

단계). 최종 화전지역 면적은 394,706 ha로 산출되었다.

최종적으로 분할이 완료된 폴리곤에는 산림상태(성림

3) Thissen Polygon은 점들 사이의 동일한 거리를 기준으로 영

역을 분할하여 생성된 공간자료를 말함.

(1) Input image (2) Extracting pixels of forest stand boundaries

(3) Refining pixels of forest stand boundaries (4) Topology test and error correction

Figure 3. Line extraction and re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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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치수발생지, 무립목지, 기타)와 수종과 임상(소나무, 

소나무 이외의 침엽수, 활엽수, 화전)의 속성 정보를 입

력하였다(Figure 5).

4) 임야소유별 관리지역의 정보 추출

관리지역(관리기관이 있는 국유림, 관리기관이 없는 국

유림, 사찰림)의 구분을 위해서도 라인추출 과정이 수행

되어야 하나, 관리지역의 경계의 경우 붉은색과 갈색 등

으로 표기되어 있어 지도에서 치수발생지 표기에 이용된 

색깔과 구분이 되지 않아 R/G/B 색깔에 의한 라인 추출

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관리지역의 라인 추출을 위해 수

작업으로 디지타이징하는 과정을 거쳤다. 디지타이징된 

라인은 Topology 검사 및 수정을 통해 완성하고 최종적

으로 폴리곤으로 변환되었다. 완성된 폴리곤 안에 속성

정보(관리기관이 있는 국유림, 관리기관이 없는 국유림, 

사찰림)를 입력하였다. 임야소유별 관리지역 정보는 신

뢰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수치화 작업은 수행하였으나 이 

논문에서는 분석결과를 다루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임적조사의 임야소유와 조선임야조사사업(1917～1924)

의 임야소유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임적조사의 문제점을 

자세히 다룬 선행연구(Bae, 2000)를 참조하기 바란다.

결과 및 고찰

조선임야분포도라는 종이지도를 수치화하여 분석한 총 

임야면적은 문헌자료의 총 임야면적에 비해 0.37%(58천

ha) 감소하였다. 관리기관이 있는 국유림과 사유림은 다

소 증가한 반면 관리기관이 없는 국유림과 사찰림은 감

소하였다. 성림지와 무립목지는 감소한 반면 치수발생지

는 다소 증가하였다.

두 자료 간 차이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조선임야분포도

라는 종이지도를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 또는 

1910년 당시 종이지도에서 면적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 부정확성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소책자 형

태로 조각나 있는 종이지도를 스캔하는 과정, 조각난 이

미지를 접합시키는 과정, 과거와 현재 한반도 외곽경계

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910년 조선임야분포도를 현재 

행정구역 외곽선에 무리하게 공간적으로 정합시키는 과

정 등에서 왜곡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거 

수치자료와 조선임야분포도 수치화 자료를 비교함에 있

어서 약 0.38%의 차이 발생을 감안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대적 차이를 고려했을 때 두 자료 간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치화한 결과의 신뢰도를 인정하

Using shape of polygon Using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Using Thissen polygon

Figure 4. Polygon divisions according to forest types and tree species.

Buffering around points Removing non-forest area within buffer areas

Figure 5. Determining the slash-and-burn farming fiel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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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각 임상별 면적 차이는 문헌자료와 분석자료 

사이 간에 50천 ha를 넘지 않으나, 소유별 면적 차이는 

최대 330천 ha까지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관리기관

이 없는 국유림의 면적은 작게, 관리기관이 있는 국유림

과 사유림의 면적은 크게 산정되었다. 이는 수치화 과정

에서 발생한 공간적 오차로 보기에는 매우 큰 수치로서, 

수치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의 근거 자료로는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소유 구분에 대한 부분은 분석자료의 신뢰도

가 떨어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Table 2).

1. 성림지, 치수발생지, 무립목지의 분포

1910년 한반도의 산림은 성림지 32.3%, 치수발생지 

42.1%, 무립목지 25.7%로 구성되었다. 현재의 행정구역

을 적용하여 성림지를 구분할 경우 북한지역이 40.2%로 

남한지역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당시 성림지 면적(503.8

만 ha)의 72.7%는 북한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당시 한

반도는 산림울폐도가 10% 미만인 치수발생지가 42.1%, 

무립목지가 25.7%를 차지할 정도로 황폐산지가 많았다. 

특히 남한지역 산림의 79%가 치수발생지와 무립목지로 

구성될 정도로 산림황폐화가 더욱 심각하였다.

성림지와 치수발생지를 합하여 입목지라 하면, 한반도

에서 입목지 면적은 자강도, 성림지 면적은 양강도(백두

산 및 혜산 포함)가 가장 넓었다. 남한지역으로 한정하면 

강원도 지역이 입목지와 성림지 면적 모두 가장 넓었다. 

산림면적 대비 성림지 비율이 가장 높은 도는 백두산을 

포함한 북한의 양강도로, 79.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함경남도(50.8%), 자강도(48.9%), 전라북도(47.8%), 함경북

도(44.1%)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Figure 6). 

현재의 북한지역에서 평안도와 황해도, 강원도는 평균 

이하의 성림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남한지역은 강

원도와 전라북도를 제외한 지역은 30% 미만의 성림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1910년 산림면적에서 차지하는 성림지 

비율과 1911년 도별 인구밀도를 비교한 결과 전라북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성림지 비율이 낮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7). 향후 연구에서 조선

후기 산림황폐화와 인구밀도 및 가정용 난방체계인 온돌

의 전국적 보급으로 인한 연료재 사용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목재 생산과 소비가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폐쇄경제의 경우 연료재 사용량은 인구 또는 호수

Forest type
National forest with 
management agency

National forest without 
management agency

Temple
forest

Private
forest

Sum
(Ratio)

Mature forest

Analyzed
data (a)

705 3,479 85 769 
5,038

(32.2%) 

Reference
data* (b)

626 3,636 96 726
5,081

(32.3%)

a-b 79 -157 -11 43 -43

Sapling
forest

Analyzed 
data (a)

175 1,841 25 4,550 
6,591

(42.1%) 

Reference
data (b)

185 1,971 34 4,374
6,565

(41.8%)

a-b -10 -130 -9 176 26

Un-stocked 
forest

Analyzed 
data (a)

271 1,557 18 2,186 
4,032

(25.7%) 

Reference 
data (b)

220 1,600 34 2,219
4,074

(25.9%)

a-b 51 -43 -16 -33 -42

Sum
(Ratio)

Analyzed 
data (a)

1,151
(7.3%) 

6,878
(43.9%) 

128
(0.8%) 

7,505
(47.9%) 

15,661
(100.0%) 

Reference 
data (b)

1,029
(6.5%)

7,208
(45.9%)

164
(1.0%)

7,319
(46.6%)

15,719
(100.0%)

a-b
122

(10.6%)
-330

(-4.8%)
-36

(-28.1%)
186

(2.5%)
-58

(-0.4%)

*Reference data was based on Table 1.

Table 2. Forest Area by forest type or ownership.                                                    (Unit: 1,000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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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구밀도

가 높을수록 산림황폐화가 심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2. 소나무와 기타침엽수, 활엽수의 분포

임상과 관련된 정량적 수치는 임적조사 결과와 조선임

야분포도에 제시되지 않고 있다. 종이지도에 표시된 소

나무, 소나무 이외의 침엽수, 활엽수를 연구자의 분석 기

준에 따라 면적을 배분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임상 

구분 기준에 혼효림이 없기 때문에 실제는 혼효림의 형

태를 가지고 있는 산림이 단순하게 소나무숲, 기타 침엽

수림과 활엽수림으로 구분된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이

다. 그럼에도 침엽수를 대표하는 수종으로 소나무를 특

화하여 구분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에 소나무가 많

이 있었고 중요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한다. 

Figure 6. Distribution of mature forest, sapling forest and un-stocked forest in 1910.

Figure 7. The comparison of population density with stocking-forest ratio.
Sources: Population density (Joseon Government-General,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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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districts

Sum
(Forest 
area)

Stocked forest area
Un-stocked 
forest area

Ratio of Stocked 
forest area to 
forest area(%)

Ratio of mature 
forest area to 
forest area(%)Sum

Mature
forest

Sapling
forest

Sum 15,661 11,629 5,038 6,591 4,032 74.3 32.2 

Sum of North Korea area 9,122 6,869 3,664 3,205 2,254 75.3 40.2 

Sum of South Korea area 6,539 4,760 1,374 3,386 1,779 72.8 21.0 

Hamgyeongbuk-do 1,181 655 521 134 526 55.5 44.1 

Hamgyeongnam-do 1,421 1,054 723 332 367 74.2 50.8 

Yanggang-do 1,194 992 946 46 202 83.1 79.2 

Jagang-do 1,389 1,102 679 423 287 79.3 48.9 

Pyeonganbuk-do 899 515 128 387 384 57.3 14.2 

Pyeongannam-do (Pyongyang, Nampo) 1,037 894 282 612 143 86.2 27.2 

Hwanghaebuk-do (Kaesong) 629 592 119 473 37 94.1 18.9 

Hwanghaenam-do 469 329 14 316 140 70.2 2.9 

Gangwon-do (North) 902 736 253 482 167 81.5 28.1 

Gangwon-do (South) 1,190 1,051 456 596 139 88.3 38.3 

Gyeonggi-do (Seoul, Incheon) 638 326 85 241 312 51.1 13.3 

Chungcheongbuk-do 476 323 80 243 153 67.9 16.7 

Chungcheongnam-do (Daejeon, Sejong) 525 329 127 201 196 62.6 24.3 

Gyeongsangbuk-do (Daegu) 1,368 993 193 800 375 72.6 14.1 

Gyeongsangnam-do (Busan, Ulsan) 895 578 132 446 317 64.6 14.8 

Jeollabuk-do 463 418 221 196 46 90.2 47.8 

Jeollanam-do (Gwangju) 904 719 59 660 185 79.6 6.5 

Jeju Special Self - Governing Province 80 23 21 2 56 29.4 26.5 

Table 3. Forest types in 1910 according to current administrative districts.                               (Unit: 1,000 ha)

Administrative
districts

Sum
(Forest area)

Coniferous forest
Non-Conifer
ous forest

Slash-and-burn 
farming field

Etc.Korean 
Red Pine

Other 
species

Sum

Sum 15,661 4,723 1,689 6,412 4,627 395 4,228 

Sum of North Korea area 9,129 1,272 1,673 2,946 3,672 307 2,204 

Sum of South Korea area 6,532 3,451 16 3,467 954 88 2,024 

Hamgyeongbuk-do 1,181 93 212 305 332 39 504 

Hamgyeongnam-do 1,421 166 350 516 511 46 348 

Yanggang-do 1,194 2 710 712 270 14 198 

Jagang-do 1,389 53 342 395 661 64 268 

Pyeonganbuk-do 899 236 5 241 264 30 365 

Pyeongannam-do (Pyongyang, Nampo) 1,037 244 42 286 568 30 153 

Hwanghaebuk-do (Kaesong) 628 161 2 163 389 20 56 

Hwanghaenam-do 476 177 0 177 145 0 154 

Gangwon-do (North) 902 140 8 149 533 63 158 

Gangwon-do (South) 1,193 553 4 557 430 39 166 

Gyeonggi-do (Seoul, Incheon) 628 221 0 221 71 25 312 

Chungcheongbuk-do 477 236 0 236 57 5 179 

Chungcheongnam-do (Daejeon, Sejong) 522 240 0 240 38 1 243 

Gyeongsangbuk-do (Daegu) 1,372 786 5 791 136 4 441 

Gyeongsangnam-do (Busan, Ulsan) 898 460 4 465 84 7 341 

Jeollabuk-do 461 287 0 287 98 6 71 

Jeollanam-do (Gwangju) 903 668 0 668 18 1 215 

Jeju Special Self - Governing Province 79 0 3 3 21 0 55 

Table 4. Forest species in 1910 according to current administrative districts.                             (Unit: 1,000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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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당시 침엽수림은 641.2만 ha, 활엽수림은 462.7

만 ha를 차지하여, 침엽수림이 활엽수림에 비해 더 많았

다. 북한지역은 활엽수림 면적이 367.2만ha로 침엽수림 

면적 294.6만 ha보다 많은 반면 남한지역은 침엽수림이 

346.7만 ha로 활엽수림 95.4만 ha보다 3.6배 많았다. 침엽

수 중 소나무는 남한지역이 북한지역보다 약 2.7배 많이 

분포하였으며 특히 경상북도에 가장 많은 면적이 분포하

였다. 소나무 이외의 침엽수는 대부분 북한지역에 분포

하고 있는데, 특히 양강도에 가장 많은 면적이 분포하였

다. 화전지역은 북한지역이 남한지역보다 약 3.5배 많이 

분포하였다. 무엇보다 남한지역 임야의 53%가 소나무숲

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당시 한반도 임상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Figure 8, Table 4).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1910년 제작된 조선임야분포도의 산

림정보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임야분포도 제작의 바탕이 되는 임적조사의 배

경, 추진과정, 결과와 그 신뢰도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종이 도면으로 남아 있는 조선임

야분포도의 정보를 수치화 하여 산림상태, 임상, 임야소

유의 공간적, 정량적 면적 정보를 생산하였다.

임적조사 결과 중 산림상태와 임상 자료는 1910년 당

시 우리 산림의 윤곽과 큰 그림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

다. 분명 정밀함은 떨어지지만 1910년 한반도 산림의 모

습을 이해하는 데는 현재까지 이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

를 찾기 어렵다. 반면 소유별 산림 면적은 산림소유자를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산림의 상태로 소유권을 유추

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신뢰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임적조사의 결과로 제작된 조선임야분포도는 공식적으

로 도별 산림상태와 임야소유 면적을 공간적, 정량적으

로 보여준다. 우리는 종이지도로 제작된 조선임야분포도

에 표시된 임상과 화전 면적을 분석 기준에 따라 분할하

여 정량적 정보를 생산하였다. 우리가 새롭게 분석한 임

상 면적은 개략적인 임적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이기에 매우 간략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1910년 당시 한반도의 침엽수와 활엽수가 어디에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었고 당시 대표적 수종이었던 소나무의 

분포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910년 한반도를 현재의 남한과 북한 지역으로 구분하

여 분석할 경우, 북한지역이 성림지의 73%가 분포할 정

도로 남한지역보다 좋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남한지역은 치수발생지와 무립목지가 전체 산림의 8할을 

차지할 정도로 황폐화된 산림이 많았다. 현재 백두산과 

혜산이 포함된 양강도 산림은 8할이 성림지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우량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나무는 

남한지역이 북한지역보다 약 2.7배 많이 분포하였다. 소

나무 이외의 침엽수는 대부분이 북한지역에 분포하였다. 

특히 남한지역 임야의 53%, 입목지 면적 중 70% 이상이 

소나무로 구성되어 있었다. 

Figure 8. Distribution of coniferous forest, non-Coniferous forest and slash-and-bum farming field in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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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조선임야분포도는 1910년 당시 산림정보를 공

간적,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조

선후기 산림황폐화의 근본 원인과 직접 원인은 무엇인

가’, ‘조선후기 한반도 남한지역의 소나무숲 분포는 어떻

게 형성된 것일까’라는 연구 질문을 도출할 수 있다. 향

후 이러한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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