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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는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시대적 변21 , , ,
화의 조류 속에서 세계 각국은 능동적으로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범지구적으로 지속가.
능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패러다임과 함께 산림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 국가 산림정책 방향의 중요(SFM)
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산림64%

국가로서 산림은 국토 보전과 국가의 성장발전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근래 도시화 산업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산림의 사회적 공익적 환경적 기능의 중요성, ,

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일제의 식민지시대와 한국동란 등을

겪으면서 산림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극도로 황폐화 시켰, ,
던 암울한 시대도 있었다 이제는 지난 여 년 동안 온 국. 30
민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산림녹화의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건강하고 가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

으로 육성하고 경영해 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한반도의 남북 분단 이후 북한은 근래 국가경제 사,

정의악화와 함께 산림의 황폐화 문제가 심각하게제기되고

있어 우리의 과거를 상기시키게 하고 있다 정부는 년, . 1990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 기금법을 제정하여

남북한의 왕래 및 대북교역 등 상호교류와 협력을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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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민간차원에서도 간접적 교역과 임가공 등 제한된 범,
위 내에서 경제협력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는.

년 월의 북한 핵실험으로 인하여 경색국면 등 기복2006 10
이 있으나 그 동안 남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는 계속 증가, ,
하여 년 현재 전체 교역규모의 경우 약 억 천만 달, 2005 7 5
러 임산물의 반출입은 약 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2 .
산림청에서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향한 세“ 21

기 산림비전 과 제 차 산림기본계획 등”(2000) 4 (1998-2007)
을 통하여 지구산림보전을 위한 국제임업협력의 강화와 북,
한의 황폐산림복구 등 남북임업협력 강화를주요시책의 하

나로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은 현재 남북한의 교류.
를 배경으로 북한의 산림자원 황폐상황과 임업사정을 고려

하고 나아가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한반도 전체의 지,
속가능한산림경영과 임업의 동질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대

단히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은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한의,

산림 및 임업에 대한 제반 정보나 연구는 대단히 제한적이

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관심을 가지고 보다 활발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상을 배경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분단 이전과 이후의산림정책 방향의 전개과정과함께산림

자원의 현황 북한의 산림황폐지 실태 등을 중심으로 남북,
한의 산림상황을 고찰해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
해 보았다 다만 북한의 산림현황에 대하여는 자료의 제약.
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인한 한계성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분단이전의 산림정책

고대 및 중세의 임야제도1.

고대사회는 씨족 또는 부족공동체 중심이므로 산림 또한

공유에 의한 공동체적 이용시기로 보고 있다 기원후 고구.
려 백제 신라 등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국가가, ,
탄생하면서 왕토사상에 의한 관념적인 토지 국유의 원칙이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고려 는 건국 후 산장시초물령사점(918-1392) (山場柴草

이라 하여 즉 산림의 초목은 개인적 점유를 금) ,勿令私占
지한다는 원칙에 의해 씨족공동체적 토지소유를 폐지하고

산림 등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였다 다만 관원 무인 개국. , ,

공신 등에게일정한산림을신분과계급에따라지급하고나

머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이용하였다 이들에게 지급한 산.
림은 소유권이 아니라 수익권만 준 것이지만 점차 토지제,
도가 문란해지면서 사유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박태식(
외, 2003).
조선 은 고려의 봉건적 임야제도를 그대로 계(1392-1910)

승하였다 건국과 함께 산림은 모든 국민이 그 이익을 나누.
어 갖는다는 기본이념 하에 권세가의 산림에 대한 개인적

점유를 일체 금지하였다 조선시대의 산림은 국가의 임산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금산 및 봉산 관용시장( ) ( ),禁山 封山

등 국용림 과 일반 백성이 평등하게( ) ( )官用柴場 國用林
이용할 수 있는 공용림 으로 구분되었다 중기 이( ) .共用林
후에는 공신 권신 귀족 등에게 사패지라는 산림을 급여하, ,
였고 후기에는 당쟁과 사화에 의한 정책의 문란과 외침 등,
에 의한 국력의 쇠퇴로 산림사점이 확대되면서 임야제도가

무질서하게 되었다.

일제하 식민지 임정의 전개2. (1910-1945)

한국은 조선말에 일제 의 침략에 의한 특수한 정치( ) ,日帝
사회경제적 상황 하에서 봉건적 임야제도로부터 본질이 왜

곡된 임업의 근대화와 함께 산림의 대량 벌채를 수반한 식,
민지 임정기를 겪게 되었다 일제의 강점기는 식민지임정의.
전개상 전기와 후기 즉 삼림법의 제정 등 식민지임정의 기,
반확립기 와 조선임정계획 의 시행 등 식(1910~1925) (1926)
민지임정의 본격실행기 로 구분해 볼 수 있다(1926~1945) .

식민지임정의 기반확립기1) (1910-1925)
일본은 년 을사조약 체결 후 목적하였던 산림개발1905 ,

을 위해 통감부에 영림창을 설치 하고 압록강 및 두만(1907)
강 유역의 산림에 대한 단속과 함께 각각의 지역에서 관행,
벌채사업을 개시하였다 이어 년에는 삼림법을 제정하. 1908

표 1. 임적조사에 의한 임야의 소유별 임상구분 면적(1910)
단위 정보( : )

임상구분 계 국유임야 사유임야 사원임야

성림지
치수발생지
무립목지

5,122,685(32)
6,619,473(42)
4,107,461(26)

4,293,401
2,174,760
1,835,213

732,563
4,410,302
2,237,978

96,721
34,411
34,279

계
비율( )

15,849,619
(100%)

8,303,374
(52)

7,380,843
(47)

165,402
(1)

자료 조선산림회 조선임업일지: ,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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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산림소유 제도를 성립시켰다 임야의 소유권 구분을 위.
해 지적계출 을 실시하는 한편 임적조사(1908-1910) , (1910)
를 통해 소유별 임상구분과 임야의 분포 상황 등을 파악하

였다.
이 조사결과 총임야면적 만정보 중 국유림이1,585 , 830

만정보 사유림이 만정보 사원림이 만(52%), 738 (47%), 16.5
정보 로 파악되었다 임상별로는 치수발생지 성(1%) . 42%,
림지 무립목지 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임상이 양32%, 26% ,
호한 성림지의 는 국유림에 포함되었다 당시의 총 산84% .
림축적은 만71,511 m3로 추정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북한,
지역에 분포하였다.
일본은 년 한일합방을 단행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1910

하여 한국을 지배하였고 이로부터 일제에 의한 식민지임정,
은 가속화되었다 국유림은 그 이용 필요성에 따라 국유림.
구분조사 년와 임야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1911-1924 )
위한 임야정리조사 년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1917-1924 ) .
서 성림지의 대부분을 요존국유림 만정보에 편입시켜(543 )
벌출사업의 중점 대상으로 하였다 비교적 임상이 불량한.
불요존국유림 만정보은 장래에 조림대부제도 및 연고(406 )
림양여처분 등에 의해 전부 민유림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여 점차 시행하였다.
요존국유림 중에서도 특히 압록두만강 유역의 우량한 산․

림은 영림창소관 국유림 만정보으로 그 외의 산림은(218 ) ,
총독부직할 국유림 만정보으로 편입시켜 전자를 벌출(325 ) ,
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년 당시 전자의 정보당. 1910
산림축적은 200 m3 후자는, 42 m3로 추산되었다 당시 영.
림창은 본부를 신의주에 두고 벌목 운재 제재 판매 등 모, , ,
든 업무를 담당하였다 총독부직할 국유림은 처음 각도에서.
관리하다가 목재수요의 증가에 따라 년부터는 년, 1919 1924
까지 개소의 산림과출장소를 설치하여 벌출사업 체제를29
강화하였다( , 1991).崔麟和

식민지임정의 본격실행기2) (1926-1945)
년에는 조선임정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는데 이 계1926 ,･

획의 목적은 임정기관의 개편에 의해 요존국유림으로부터

수익증대를 통한 재원확보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림창과.
산림과출장소는 폐지하고 산림부와 그 산하에 개소의, 36
영림서를 설치하여 국유림을 관할하였다 요존국유림. (531
만정보에 대하여는 이후 년간 총이용가능 재적의 대부) 30
분인 만6,950 m3를 벌채하고 벌채지는 조림비의 절약을 위,

해 가능한 한 경비를 요하지 않는 천연갱신에 맡기겠다는

계획이었다 이것은 최저경비와 최대수익을 목적으로 오직.
산림자원의 수탈을 추구한 일제의식민지임업 성격이 잘 나

타난 것이다.
또한 년부터는 년간의 계획으로 북선개척사업을1932 15

추진하였다 이것은 교통 오지인 압록두만강 상류지대의. ․
임상이 양호한 요존국유림 만 전체 국유림의214 ha( 46%)
의 적극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삼림궤.․
도 및 삼림철도 임도가 부설되는 등 국유림 벌출생산의 증,
대를 위한 기반시설이 급진전되었다최인화( , 1998).
한편 년대 중반 이후는 중일전쟁과 차대전 등 점, 1930 2

차 전시경제 체제의 격화에 따라 군수용재의 조달을 위해

목재수급은 통제되었고 국유림은 민유림과 함께 대량의 벌,
채가 강행되어 산림의 황폐는 가속화되었다.
일제하 산림자원의 변화를 년과 년을 대비하여1910 1942

보면 산림면적은 국유림이 만정보 에서 만정, 830 (52%) 533
보 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민유림은 만정보 에(33%) , 755 (48%)
서 만정보 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임상이 황폐된1,095 (67%) .
국유림을 조림대부에 의한 양여처분과 임야의 매각 등에 의

해 민유로 전환한 결과로서 특히 일본인 자본가들에게 많,
은 산림이 양여되었다 또한 입목축적은 년 억. 1910 7 1,511
만 m3 정보당( 45 m3 로부터 년에는 당초의 수준) 1942 31%
인 억 만2 2,407 m3 정보당( 14 m3 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이것은 당시 일제가 수행한 자원약탈적식민지 임정의 실상

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제하 식민지 임정기는 근대 한국의 산림 및

임업에 심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선은 임업근대화의 본질 왜곡이다 임업사조에 있어.

근대임업의 본질은 보속적 경영을 기조로 한다 그러나 일.
제는 당시 자국 내의 보속임업 시행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식민지 임업사관에 의한 자원약탈적 임업을 수행하였다 둘.
째 당시 대량 벌채로 인해 약 억, 5 m3라는 산림자원의 대폭

표 2. 일제하 산림면적 및 입목축적의 변화

구 분 년1910 (%) 년1942 (%) 증 감

산림
면적
정보( )

국유림 8,303,374 (52) 5,327,636 (33) -2,975,738
민유림 7,546,245 (48) 10,946,744 (67) 3,400,499
계 15,849,619 (100) 16,274,380 (100) 424,761

입목축적(m3) 715,110,000
(100%)

224,071,563
(31%)

-491,038,437
(-69%)

자료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외: ,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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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감소에 따라 임상의 악화와 함께 산림의 황폐가 가속화

되었다 셋째 산림소유구조의 식민지적 재편으로 인한 폐. ,
해를 초래하였다 일제는 식민지적 의도 하에 전통적 산림.
이용권을 무시하고 산림황폐지와 벌채지를 조림대부에 의,
한 양여나 매각 등에 의해 국유림을 무분별하게 민유로 처,
분하여 편중된 소유구조를 남겼다 넷째 임업기술 발전의. ,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바람직한 임업은 벌출과 갱신의 조화.
에 있으나 당시 갱신기술은 거의 포기된 채 벌출기술 만이,
급진전되어 자원수탈적 식민지 임업을 뒷받침하였다 다섯.
째 자율적 산림보호 의식의 퇴보이다 산림경찰에 의한 단, .
속 위주의 보호정책은 일제에 대한 민족적 반감에서 산림파

괴 행위를 정당화시켜 산림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남겼다.

분단 후 한국의 산림정책 전개 및 산림현황

광복이후의 산림정책 전개1.

년 광복과함께남북 분단이후 한국의 산림정책 방1945 ,
향은 단계별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단계로 구분하여 볼, 3
수 있다최인화 즉 임정체제 구축기( , 2001). 1) (1945-1972),

녹화 임정기 경영 임정기 이다2) (1973-1987), 3) (1988- ) .

임정체제 구축기1) (1945-1972)
임정의 정체기(1) (1945-1960)
년 광복 이후 국토는 외세에 의해 남북으로 분1945 8.15

단되었고 남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각각의 임정과정, ･
을 거치게 되었다 한국은 식량난과 인플레이션 등에 의해.
사회경제적 상황은 악화되었고 산림자원은 그 이전의, 4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에너지원의 부족에 의해 목재수요,
량은 급증하였다 더욱이 한국동란 등에 의해. (1950-1953)
임정은 혼란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산림.
자원을 보전하고 임업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년 산림보1951
호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조림 및 사방사업계획 등을 수립,
하여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업은 경영기반의 미비.
등에 의해 대부분 구호에 그치고 산림은 전쟁과 난벌 등에,
의해 극심한 피해를 받게 되었다 년 현재의 산림축적. 1952
은 사상 최저치인 6 m3 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처럼 당시/ha .
의 한국 임정은 일제하 임정의 연장선에서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임정기반 확립기(2) (1961-1972)
년대는 년의 이후 정치사회적 안정과 함1960 1961 5.16

께 년부터 연속적으로 시행된 경제개발계획의 시행에, 1962
따른경제의 고도성장을 배경으로임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우선 임정에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법령이 제정되어.
산림법제가 확립되었다 년 산림법을 비롯하여 임산물. 1961
단속에 관한 법률 년 사방사업법 년 청원산림보, 1962 , 1963
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년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 1965
법 년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년 조수보호 및 수, 1966 , 1967
렵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특히 새로운 산림법의 제정으로 그때까지 지속되어 오던

일제하의 삼림령 등이 폐지되면서 일제 임정의 잔재(1911)
를 일소하고 비로소한국의산림및임업에관한새로운임,
정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년에는 산림청을. 1967
신설하고 영림서를 증설하였으며 각 시 군에는 산림과를,
설치하는 등 중앙 및 지방의 산림행정조직을 강화함으로써

임정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녹화 임정기2) (1973-1987)
제 차 치산녹화기(1) 1 (1973-1978)

한국의 산림은 앞서의 언급처럼 일제시대의 산림수탈과

년대의 사회경제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극도로 황폐되1950
어 년 현재 산림의 평균축적은, 1972 11 m3 에 불과한 실/ha
정이었다.
따라서 년 정부는 강력한 산림정책의 수행 등을 위1973

해 산림청을 농림부 산하에서 내무부 산하로 이관하고 전,
국토의 속성녹화를 목표로 하여 제 차 치산녹화 개년계획1 10
을 시행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범국민적 식수운동을 통하여.
속성수종 위주의 조림사업을 비롯하여 입산통제를 통한 산,
림보호체제의 강화 연료림의 조성사업 화전정리사업 및, ,
사방사업의 실시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 년까지 만. 1982 100
의 조림 목표는 년에 만 의 조림 및ha 1978 108 ha(108%)

천 의 육림 실적 등을 기록하여 당초 계획은4,213 ha(111%)
년 앞당겨 년에 종료하였고 산림의 녹화기반을 조성4 1978 ,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림사업이 실적 위주에 치우쳐.
조림지의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제 차 치산녹화기(2) 2 (1979-1987)
년부터는 장기수종 위주의 경제림 조성을 통해 산지1979

의 경제성 제고를 목표로 하여 제 차 치산녹화 년계획을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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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장기적인 용재자원 육성을 위해.
개소에 천 의 대단위 경제림 단지의 조성을 비롯하80 375 ha

여 우량 천연림의 보육사업 산지 및 야계사방 등을 통한, ,
사방녹화의 완성 임도시설 사업의 추진 산지이용구분제도, ,
의 도입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 년까지 천 를. 1987 1,075 ha
조림 및 천 의 육림 천 의 산지사방 등의 실적7,700 ha , 36 ha
을 기록하여 황폐산지의 복구를 완료하고 국토녹화를 달성,
하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년 내무부에서 다시 농림. 1987
수산부로 이관하였다.
이와 같은 제 차 치산녹화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1, 2 ,

한국의 산림 상황은 빠르게 호전되었다 년 현재 산림. 1987
의 평균축적은 31 m3 인공림 비율은 를 기록하여/ha, 29% ,
계획 시행 전인 년에 비해 각각 약 배와 배의 증가1972 3 2
를 가져왔다 또한 영일지구 등 집단 황폐지에 대한 산림녹.
화는 대표적 성공사례가 되어 한국은 산림녹화 성공국가로,
서 국제사회 등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다(FAO ) .
치산녹화정책 성공의 주된 요인으로는 년대 이후 한1960

국의 정치 사회적 안정과 경제성장률 의 고도성장8~10%･
을 배경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행정 및 재정적 뒷

받침 비교적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화전의 정리 그리고, , ,
임산연료와 녹비의 화석연료석탄 석유 및 화학비료로의( , )
대체 등을 들 수 있다.

경영 임정기3) (1988- )
산지자원화기 제 차 산림기본계획기(1) (1988-1997): 3

한국은 치산녹화 임정을 통하여 국토녹화의 바탕 위에,
서 미래지향적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자원의 육성기로 접어

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년부터 년까지는 산지의. 1988 1997
소득개발과 공익기능의 증진을 통한 산지효용의 극대화를

정책목표로 산지자원화계획제 차 산림기본계획을 시행하( 3 )

였고 그 결과 산지자원화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
그 주요내용은 조림수종의 다양화를 통한 천 의 경327 ha

제림 조성과 천 의 육림사업의 실행을 비롯하여 임3,037 ha ,
도시설 천 및 임산물유통시설의 확대 자연휴양림의(11 km) ,
조성 개소 국유림의확대 임업진흥촉진법의제정(70 ), , (1997)
등을 들 수 있다.
이 계획기간 중인 년에 산림축적은1994 45 m3 를 기/ha

록하여 년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계획이 종료1910 ,
된 년에는1997 53 m3 인공림 비율은 로 증가하였/ha, 33%
다 또한 국내재의 생산량은 제 차 치산녹화계획이 종료된. 2

년의 천1987 741 m3로부터 천1,062 m3로 증가하였다.

경영기반 구축기 제 차 산림기본계획기(2) (1998-2007): 4
년부터 년까지 계획된 제 차 산림기본계획은1998 2007 4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산림복지국가의 구현이라는 장기적

비전하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의 구축을 기본목표,
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산림에 대한 다양한 사회.
적 요구와장래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반영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시책으로는 숲가꾸기사업의 시행 등을 통해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을 비롯하여 경쟁력 있는 산림산업의,
육성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및 공익기능의 증진 산림, ,
관계법령의 정비 그리고 국제임업협력의 증진 등이 추진되,
고 있다산림청 특히 산림관계법률은 년 산림( , 1997). 2001
기본법을 비롯하여 산지관리법 등 년까지 개의(2002) 2005 8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개의 기능별 법률체계로 개편하, 12
였다 그리고 산림녹화를 위한 규제위주의 기존의 산림법.
체계는 년 월 종료하게 되었다 한편 년말 현재2006 8 . 2005
산림의 평균축적은 79 m3 로 증가하였다/ha .

표 3. 제 차 제 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실적1 ~ 3

구 분

제 차1 (1973~1978) 제 차2 (1979~1987) 제 차3 (1988~1997)
계획
(a)

실적
(b)

b/a
(%)

계획
(a)

실적
(b)

b/a
(%)

계획
(a)

실적
(b)

b/a
(%)

조 림천( ha) 1,000 1,080 108 1,500 1,075 72 317 327 103
육 림천( ha) 3,799 4,213 111 10,110 7,700 76 3,467 3,037 88

사방
산지천( ha) 83 41.2 50 78 36 46 4.71 5.48 116
야계(km) 500 143 29 3,300 223 7 2,410 1,209 50

양 묘백만본( ) 2,132 3,054 143 3,064 1,851 60 765 780 102

자료 산림청 산지자원화계획의 성과와 반성: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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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림현황2.

한반도는 온대 대륙성기후로서 연평균기온은 섭씨 도3 ~
도 연 강수량은 사이에 걸쳐 있다16 , 600 mm ~ 1,600 mm .

한반도의 산림대는 크게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 지대로 구, ,
분된다 온대림은 북위 도 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연평. 35 ~43
균기온은 도 도이며 남북한 산림의 대부분인 를6 ~13 , 85%․
차지하고 있다 난대림은 주로 남부 해안지방이 해당되고. ,
한대림은 북한의 평안북도 및 함경도지역이 해당된다 이러.
한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비교적 다양한 식생이 발달하고 있

다 한국에 자생하는 식물은 약 종이며 이 가운데 목. 4,000 ,
본식물은 여종에 달하고 있다1,000 .
한국의 국토이용 현황을 보면 년 현재 국토면적, 2005

천 가운데 임야가 천 로서 를 차지하9,965 ha 6,480 ha 65%
고 있으며 그외 농경지가 대지가 도로가 등, 21%, 3%, 3%
을 차지하고 있다 단 여기에서의 임야면적은 지적통계이므.
로 산림법상의 산림면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의 산림면적은 년말 현재 천 로서 국토2005 6,394 ha

면적의 를차지하고있다 소유별로는사유림이 천64% . 4,420
ha 로서 가장 많으며 국유림이 천 공(70%) , 1,484 ha(23%),
유림이 천 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산림면적을489 ha(8%) .

년의 산림면적 천 와 비교해 보면 분단 후 약1960 6,701 ha ,
반세기 동안산림면적은산지의전용등으로인하여 천307 ha
가감소하였으며 최근 년간의연평균감소면적은약, 10 5,400
이다ha .
한편현재의산림면적을남북분단이전과비교해보면 분,

단이전의총산림면적 천 의 수준으로감소한16,274 ha 39%
것이다 또한 소유구조면에 있어서 국유림과 민유림의 비율.
은 분단이전각각 와 로부터 와 로변동되33% 67% 23% 77%
어 국유림의비율은더욱감소한반면 민유림은증가하였다, , .
총 임목축적은 백만506 m3로서 이 중 국유림이 공30%,

유림이 사유림이 를 차지하여 국유림이 면적에8%, 62% ,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축적을 유지하고 있다 당 평균. ha
입목축적은 79 m3로서 분단 후 한국동란 등으로 산림황폐,
가 가장 극심하였던 년의 당 입목축적1952 ha 6 m3에 비하

면 지난 반세기 동안 배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13 .
이것은 산림 선진국인 스위스의 337 m3 독일의, 320 m3,
일본의 161 m3 등에 비하면 아직은 많이 낮은 실정이다.
산림청의 장기지표 에 의하면 산림축적량은 향후(2000)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년에는2030 131 m3 년에는/ha, 2050
162 m3 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총 목재자급/ha .
률은 년 현재 에 머물고 있으나 년에2005 9% , 2030 18%,

년에 를 전망하고 있다2050 30% .
년말 현재 지역별 산림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산2005 , .

림면적은 백두대간의 중심에 속해 있는 강원도가 천1,371
로 가장 많고 경북이 천 로서 이 두ha (21%) , 1,346 ha(21%)

지역의산림면적이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어서경남42% , 708
천 ha 전남 천 등이다 임목축적 또한(11%), 696 ha(11%) .
강원도가 천132,698 m3 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북이(26%) ,

천104,057 m3 로서 이 두지역의 입목축적이 를 차(21%) 47%
지하고 있다 당 평균축적은 시 지역을 제외하면 강원도. ha ,
가 97 m3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제주, 94 m3 전북, 83 m3 경,

표 4. 한국의 국토이용 현황 년(2005 )

구 분 국토면적 임야 농경지 대지 도로 기타

면적 (ha) 9,964,616 6,480,487 2,064,413 253,301 256,362 910,053
비율 (%) 100 65 21 3 3 9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 2006a, .

표 5. 소유별 산림면적 및 입목축적 현황

구 분 산림면적(ha) 입목축적(m3) 당 축적ha (m3)
국유림 1,484,114(23%) 153,433,714(30) 103
공유림 489,495(8%) 40,211,726(8) 82
사유림 4,420,340(69%) 312,731,366(62) 71
계 6,393,949(100%) 506,376,806(100%) 79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 2006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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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78 m3 등의 순이며 전체적으로는, 97 m3 ~ 66 m3의 범

위에 속하고 있다.
임상별 산림면적은 침엽수림이 천 로 가장2,699 ha(43%)

많이 분포하고 있고 활엽수림이 천 혼효림, 1,659 ha(26%),

이 천 기타 죽림과 무립목지가 천1,874 ha(29%), 162 ha

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년간 임(3%) . 10 상별 산림면적의 변

동추이를 보면 침엽수림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반면 활,

엽수림과 혼효림은 약간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영급별 산림분포를 보면 영급 년생이, II (11-20 ) 15%, III

영급 년생이 영급 년생이 로서 가(21-30 ) 38%, IV (31-40 ) 28%

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년생 이하. 30

의 어린 산림이 를 차지하고 있으며 년생 이상은62% , 41

에 머물고 있어 아직은 대부분의 산림이 임목생산 연10%

령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수종별 구성비를 보면 침엽수림에서는 천연소나무,

림이 천 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낙엽송1,483 ha(55%) , 464

천 리기다소나무 천 잣나무 천ha(17%), 411 ha(15%), 2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연소나무림은 소나ha(9%) .

무병충해재선충 솔입혹파리 등 산불 국토개발로 인한( , ), ,

벌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계속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

세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전남북 경남북 제주지역은 소. , , ,․ ․
나무림 경기지역은 잣나무 충북지역은 낙엽송 충남지역, , ,

은 리기다소나무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활엽수림의 경우 주요 분포수종은 상수리 신갈 굴참, , , ,

졸참 아까시 갈참 오리 산벚 서어나무 등의 순으로 나타, , , , ,

났고 지역별로는 강원지역은 신갈나무 경기 충북 전북, , ･ ･ ･
경북지역은 상수리나무 충남 경남지역은 굴참나무 전남, ,･
지역은 오리나무 제주지역은 서어나무가 가장 많이 생육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 , 2006).

한편 산림의 생산기능을 보면 직접 생산인 각종 자재류, ,

수실류 버섯류 등의 임산물 총생산액 년은 조, (2005 ) 3 471

억원이고 간접 생산인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 년 기, (2005

준은 연간 조 억원 달하고 있다 무려 조원의 공) 65 9,066 . 66

익적 생산기능은 직접 생산의 약 배에 해당하고 국내총22 ,

생산 의 에 상당하는 가치로서 국민 인당 만(GDP) 8% 1 136

원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년 계속 증대되고 있다산림청, ( ,

2007).

표 6. 지역별 산림면적 및 입목축적 현황

구 분 산림면적(ha) 입목축적천( m3) 평균축적(m3/ha)
전 국 6,393,949(100%) 506,377(100%) 79
서 울 15,744 1,111 71
부 산 36,331 3,040 84
대 구 49,175 3,680 75
인 천 40,640 2,570 63
광 주 19,879 2,023 102
대 전 30,462 1,974 65
울 산 69,360 4,643 67
경 기 532,213(8) 41,751(8) 78
강 원 1,370,649(21) 132,698(26) 97
충 북 497,773(8) 36,573(7) 73
충 남 441,066(7) 29,860(6) 68
전 북 449,362(7) 37,235(7) 83
전 남 695,961(11) 45,733(9) 66
경 북 1,346,193(21) 104,057(21) 77
경 남 708,480(11) 50,919(10) 72
제 주 90,661(1) 8,512(2) 94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 2006a, .

표 7. 임상별 영급별 산림면적, 단위 천( : ha)

영급
임상

계 년생1-10 년생11-20 년생21-30 년생31-40 년생 이상41

계 6,394(100%) 545(9) 957(15) 2,435(38) 1,802(28) 655(10)
침엽수림 2,699(42) 239 580 1,057 669 154
활엽수림 1,659(26) 119 145 509 553 333
혼 효 림 1,874(29) 25 232 868 581 168

죽림 무립목지･ 162(3) 162 - - - -
주 반올림하여 합계와 세목의 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1.

죽림과 무림목지의 면적은 영급 년생에 포함2. I (1-10 )
자료 산림청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6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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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림정책 전개 및 산림황폐지 실태

북한 산림정책의 전개1.

북한의 산림정책 전개과정은 총체적 계획경제의 체제와

산림자원의 조성책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구분하여 검토

해 보았다.

계획경제 체제 관련 구분1)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

제이므로 그 간 북한이 추진해온 계획경제와 관련하여 북,
한의 산림정책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다김운(
근 즉 인민민주주의 개혁기 동란기 사회, 1997). 1) , 2) , 3)
주의 혁명기 사회주의제도 건설기 사회주의제도 안, 4) , 5)
정기 주체경제 확립기 사회주의 개방기이다, 6) , 7) .

제 단계 인민민주주의 개혁기(1) 1 : (1945-1949)
광복 후 북한은 기본과업으로 인민민주주의 개혁 봉건, ,

적 토지관계의 청산 산업의 국 공유화 조치 등을 시행하였, ･
고 임정의 방향은 산림 및 목재산업의 국유화 임정조직의, ,
구축 및 응급복구의 착수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시책은.
“토지개혁 법령 및 지하자원 산림 수역국유화령(1946)” “ , ,

의제정공포 목재기업소설치에대한결정서및임야(1947)” ,
관리결정서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를 뒷받침되었다(1946) .

제 단계 동란기(2) 2 : (1950-1953)
이 시기의 임정 방향은 산림행정조직 및 산림보호의 강

화 전시 목재동원 및 파괴산림의 응급복구였으며 년, , 1950
내각 산림국 산하 각 기관에 대한 규정 및 산림관리에“ ” “
관한 규정 등을 제정 시행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

제 단계 사회주의 혁명기(3) 3 : (1954-1959)
이 시기의 주요 경제정책 목표는 신속한 전후복구 공업,

화의 기반구축 의식주 문제의 기본적 해결이었다 임정의, .
방향은 임정조직의 강화 황폐산림의 복구를 위한 조림 및,
사방사업의 추진 전후 복구사업을 위해 원목 및 제재목 생,
산의 확대 목재부족의 해소를 위한 목재소비의 절약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의 임업행정.
조직으로 임업성의 설치 식수조림사업 및 산림관리(1958),
사업의 개선 강화 동해안지구 치산치수사업의 성과(1956),
적 보장 등에 대한 시책이 시달되었다(1958)” .

제 단계 사회주의제도 건설기(4) 4 : (1960-1970)
경제계획의 기본과업은 중공업과 경공업농업의 발전 전,․

국적 기술혁신 문화혁명과 국민생활의 향상 등이었다 임, .
정의 방향은 조림 및 치산치수사업의 계속추진 산림의 육,
성 및 보호의 강화 임업연구의 강화 목삭판 및 목섬유판의, ,
생산 등에 중점을 두었다.

제 단계 사회주의제도 안정기(5) 5 : (1971-1976)
이 시기에는 기본과업을 사회주의 물적 기술적 토대의･

견고화 산업시설의 근대화 기술혁명의 촉진 등에 두었다, , .
임정의 방향은 전군중적 운동을 통한 경제림의 확대 순환,
식 벌채방법의 시행 및 원목생산의 증대 임업기계 수준의,
제고 임산화학공업의 발전 및 원목의 종합적 이용도 제고,
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년대 초부터 북한경제가 더. 1970
욱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년 임업성이 폐지되는 등 이1972
시기에는 과거에 비해 임정의 비중이나임업투자가 위축되

기 시작하였다.

제 단계 주체경제 확립기(6) 6 : (1977-1986)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생산원, , ,

가의 인하 수송의 근대화 대외무역 증대 등을 추진하였으, ,
나 전반적인 실적이 당초의 목표에 크게 미달되었다 이 기.
간의 임정은 조림사업의 강화를 통한 공업림의 확충 순환,
식 벌채를 통한 원목 생산의 증대 임산화학공업의 발전을,
통한 목재의 종합적 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
나 전반적으로 북한 경제가 더욱 어려워져 임업 부문에 대

한 사업 실행도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 단계 사회주의 개방기(7) 7 : (1987- )
기본과업은 제 단계와 유사하고 임정의 주된 내용도 종6 ,

전 계획과유사하게 속성 경제수종의 조림을통한산림자원

의 확충 새로운 임지의 개발과 임산사업의 기계화를 통한,
원목 생산의 증대 그리고 목재의 종합적 효과적 이용 등을, ,
강조하고 있다.
최근 북한당국의 산림행동계획은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인위적 피해로 인한 황폐된 산림복구를 통하여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농산촌 지역에서 연료와 영농자재를 해결하며, ,
공업용 목재와 여러 가지 산업원료를 해결한다는 개의 방3
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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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조성 관련 구분2)
다른 하나는 북한의 임정이 가장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

로 추진해 온 것은 산림자원의조성사업이므로 이와 관련하

여 그 단계를 녹화조림 단계 와 수종갱신1) (1946-1960) 2)
조림단계 현재로 구분하는 것이다김운근(1961- ) ( , 1997).

녹화조림 단계(1) (1946-1960)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조림사업에 착수하여 년까지1950

는 전반적인 국가산림 관리체계의 구축과 함께 황폐산지 및

무립목지에 대한 녹화조림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
시의 조림사업은 활착율의 저조 적지적수의 이행 미흡 묘, ,
목관리의 소홀 인력동원의 차질 등 실행 상 많은 문제점들,
을 노출하였다.

동란 이후 년부터 북한은 다시 녹화조림을 시6 25 1954･
도하였고 년 년의 조림목표량도 만정보로 종, 1957 -1960 50
전보다 확대하여 년까지 황폐지에 대한 녹화조림을, 1960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기. 간 중 약 만정보100
의 조림계획에관한실적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없으

며 그 실현가능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수종갱신 조림단계 현재(2) (1961- )
년부터 년까지 시행된 제 차 개년계획에 의하1961 1967 1 7

면 조림목표를 만정보로 확대하고 군중적 동원을 통해80 ,
포플러 등 속성수에 의한 펄프제지림 잣나무호도나무 등, ․
의 유지림 밤나무 등의 유실수의 조림과 함께 수원림 사방, ,
림 방풍림 등의 조성이 추진되었다 이어서 경제발전 개, . 6
년계획 에서는 목재림과 섬유제지림 그리고 유(1971-1976) ,
지림을 많이 조성할 것을 제시하였고 조림목에 대한 활착,
률 및 성장률의 제고를 촉구하였다.
또한 제 차 개년계획 에서는 유지림 만정2 7 (1978-1984) 34

보 섬유제지림 만정보등의조림계획을수립하였고 제 차, 17 , 3
개년계획 에서는 잎갈나무 등의 경제수림7 (1987-1993) 150
만정보의 조림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 차 개년계획. 2 7
에서 모든 경제사업의 차질과 함께 조림사업도 계획대로 추

진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성과는 알려져 있지 않다, .

북한의 산림황폐지 실태2.

산림면적1)
북한의 산림면적 등에 관한 자료는 그 출처와 연도의 경

과에 따라 각각 커다란 차이가 있으나 다음 표에서와 같이,

점차 감소 추세이다 년 북한당국이 발표한 산림면적은. 1970
천 였으며 이후 년 유엔식량농업기구 는9,773 ha , 1987 (FAO)

북한의 산림면적을 천 로 추정 발표하였다 또한8,965 ha .
년 북한이 유엔개발계획 에서는 북한의 산림면1998 (UNDP)

적을 천 로 발표하였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서7,533 ha .
는 년에 이어 년 인공위성 영상자료1996 1999 Landsat TM
에 의한 북한의 산림자원조사를 통해 북한의 산림면적황폐(
산지를 제외한 입목지을 천 로 발표하였는데 이) 7,534 ha ,
면적은 북한이 년 발표한 수치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1998 .
여기에서 북한당국이 발표한 년 천 과1970 (9,773 ha) 1998

천 년의산림면적을비교하여보면 북한의산림면적(7,533 ha) ,
은 지난 년간 천 가 감소한 것이다 또한 년30 2,240 ha . 1999
국립산림과학원이제시한산림면적 천 를기준으로입9,166 ha
목지 천 를 제외한 잔여면적황폐산지을 산림감소 면7,534 ha ( )
적으로간주할경우 천 가감소된것으로볼수있다, 1,632 ha .
이와 같이 산림면적이 크게 감소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은 년대 이후 식량증산을. 1970
위해 산지를 개간하여 경작지를 확대하고 에너지의 부족과,
경제사정에 따른 과도한 임산 연료의 채취와 남벌 등 무분

별한 산림의 전용 및 파괴와 함께 집중호우에 의한 자연재,
해 등으로 인한 산림의 황폐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8. 북한의 산림면적에 대한 자료

발표
년도

산림면적
천( ha) 자 료 원 비 고

1942 9,343 년한국은행조선경제년보1948
김운근( , 1997) 북위 이북38˚

1970 9,773 중국 조선 주요기상대점 자료
김운근( , 1997) 북한 발표자료

1980 9,499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통계청( , 1997) 정부

1986 9,00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오봉국 외( , 1991) 정부

1987 8,965 한국협회FAO
김운근( , 1997) FAO

1991 6,298 중국 임업부 북한출장보고서
김운근( , 1997) 중국 정부

1996 8,446 임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임업연구원( , 1996)

Landsat TM
위성자료(1991)

1998 7,533 유엔개발계획 보고자료(UNDP)
석현덕( , 1998) 북한 발표자료

1999 7,534
입목지( ) 임업연구원 연구자료

Landsat TM
위성자료(1997)

자료 농림부 북한의 농업기반 특성과 정비방안 연구: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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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의산림면적은남북분단에따라북한이 년, 1970
발표한 산림면적 천 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분단 이9,773 ha ,
전의 총 산림면적 천 에 비해 수준으로 감소16,274 ha 60%
하였다 이후 북한이 년 발표한 산림면적 천. 1998 7,533 ha
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분단 이전에 비해 절반 이하인 46%
로 감소한 것이다.

산림황폐의 원인2)
남북 분단 이후 남한보다 양호하던 북한의 산림이 황폐

하게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적 체제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산림관리의 부재라 할 수 있다.
근래 북한은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난 등 총체, , ,

적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처하여 모든 부문에서 공급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악화.
에 따른 무분별한 산지의 개간과 함께 과도한 벌채가 북한

산림황폐의 주요인이라 하겠다.
우선 북한은 경지확장을 통한 식량증산, 을 위해 년1970

대 중반부터 대규모 산지개간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주체농.
법의 모순과 자재의 부족 지력요구도가 높은 옥수수의 밀,
식재배 등 영농법의 부족에 의한 지력감퇴 및 생산성의 저

하와 함께 년 이후 수차에 걸친 자연재해로 인하여 식, 1994
량부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북한당국.
은 년대 들어 산지의 다락밭 개발을 중단하였으나 식1990 ,
량난과 기아로인해오히려 경사도 관계없이 경작이 가능한

산지는 화전이나 비탈밭으로 개간하는 현상이 더욱 증가하

였다 이와 같이 무분별한 산지개간은 산림의 황폐는 물론. ,
차적으로 토사유출과 홍수피해의 발생 등 자연환경의 파2
괴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무분별한 임산연료의 채취와 국내수요 및 수출용,

목재공급을 위한 과도한 벌채의 문제이다 북한은 년. 1990
대 이후 에너지난으로 평양 남포 개성 등 일부 도시를 제, ,
외한 도시와 농촌 대부분의 지역에서 취사 및 난방연료를

위해무분별하게 땔나무를 채취 이용하게 됨에 따라 인근의

산림이 심하게 황폐화 되었다.
또한 년 북한연감에 의하면 북한의 목재수요량은 산2000

업용재를 비롯하여 연료재 농용자재 등 연간 약 만, 900 m3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목재수급.
사정은 국가적 수요와 민간 소비재의 충당은 물론 년, 1990
대 이후 부족한외화 획득을 위한중국 등지로 목재의수출,
그리고 이미 산림자원의 황폐화 및 에너지의 부족 등으로

인해 산지에서 목재공급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목재부,
족이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목재생산의 강화.
에 따른 과도한 벌채는 점차 북한 산림의 황폐화로 나타나

고 있다농림부( , 2002).

산림황폐지 현황3)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 자료 에 의하면 북한의 산(1999) ,

림면적은 천 로서 국토면적의 를 차지하고 있9,166 ha 76%
으며 이 중 입목지가 천 황폐산지가, 7,534 ha(82%), 1,632
천 로 나타났다 단 황폐산지를 제외하고 입목지만ha(18%) .
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산림면적은 국토면적의 로 나63%
타나고 있다 또한 농경지는 국토면적의 약 인 천. 15% 1,853
로 추정되고 있다ha .
여기에서 북한의 산림면적 천 에는 경사도(9,166 ha) 8°

이상의 산지에서 개간을 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비탈 밭이나

과수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또한 황폐산지는 산지이면서.
경작지 등타 용도로전용되었거나 산림이 황폐되어 산지의

고유 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 조림 등의

복구가 즉시 요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황폐산지의 유형은 개간산지가 천 로서 가장972 ha(11%)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무립목지가 천, 534 ha
나지가 천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림면(6%), 126 ha(1%) .

적의 에 해당하는 천 의 황폐산지에 대하여는18% 1,632 ha
조림과 재해 방지 등의 산림복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추

표 9. 북한의 산림황폐지 현황

구 분 국토면적

산 림
농경지 등
기 타계 입목지

황 폐 산 지

소계 개간산지 무립목지 나지

면적천( ha) 12,041(100%) 9,166(76) 7,534 1,632 972 534 126 2,875(24)
비율(%) 100 82 18 (11) (6) (1)

주 국립산림과학원의 인공위성 자료 분석.
자료 산림청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6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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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고 있다.
북한의 행정구역별 산림면적 및 황폐산지의 현황을 보기

에앞서 남북분단이후변화된북한의행정구역을보면그,
림에서와 같다 즉 분단 이전에는 개도에서 현재는 자강도. 6
와 양강도가 신설되었고 황해도가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로,
분리되어 개도 특별시 직할시로서 모두 개 시 도9 , 1 , 2 12 ,･

개 시군으로 개편되었다172 .
북한의 행정구역별 산림면적을 보면 총 천 중에, 9,166 ha

서 자강도가 천 양강도가 천1,520 ha(17%), 1,235 ha(14%),

함경남도가 천 함경북도가 천1,518 ha(17%), 1,344 ha(15%)
로서 북한 동북부지역의 개도가 상대적으로 산림의, 4 63%
정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황폐산지의 현황을 보면 산림면적 대비 황폐산지의 비,

율이 황해남도가 황해북도가 평안남도가38%, 31%, 26%,
평안북도가 등으로 북한 서부지역이 로 높아23% 23~38%
서 전반적으로 황폐산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해발고가 높고 산림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자강도와 양강

도 함경남북도 등 동북부지역의 개도는 황폐산지 비율이, 4

그림 1. 북한의 행정구역 변화.

표 10. 북한의 행정구역별 산림면적 및 황폐산지 현황 단위( : ha)

행정구역 산림면적
1(%)

황 폐 산 지

계(%2) 개간산지 무립목지 나 지

계 9,165,764.7(100) 1,631,705.9(18) 972,007.6 533,492.8 126,203.3
평 양 시 117,762.0(1) 48,281.5(39) 25,513.4 15,152.3 2,615.9
남 포 시 14,860.7(0) 6,965.8(47) 3,871.6 2,439.0 655.2
개 성 시 68,500.9(1) 31,454.6(46) 13,860.9 15,869.6 1,724.0
강 원 도 895,758.2(10) 135,320.0(15) 76,962.0 48,634.8 9,726.2
황해남도 347,130.1(4) 130,002.8(38) 88,889.0 26,984.3 14,129.5
황해북도 519,923.8(6) 159,342.8(31) 103,546.3 39,419.0 16,377.6
평안남도 802,889.6(9) 205,514.3(26) 106,744.2 78,957.5 19,812.5
평안북도 787,300.3(9) 177,308.6(23) 127,521.5 42,665.6 7,121.5
자 강 도 1,520,368.4(17) 229,064.9(15) 108,231.6 97,634.6 23,198.8
양 강 도 1,234,878.8(14) 121,035.6(10) 79,638.5 33,085.6 8,311.5
함경남도 1,517,545.6(17) 205,355.9(17) 105,101.0 88,505.3 11,749.6
함경북도 1,343,846.3(15) 187,058.9(14) 132,127.6 44,145.1 10,786.2

주 산림면적은 입목지와 황폐산지의 합산면적임1.
황폐산지의 비율은 전체 산림면적에 대한 황폐산지의 비로 나타냄2.

자료 농림부 북한의 농업기반 특성과 정비방안 연구: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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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서부지역에 비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10~17%
다 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하면 황해남도의 황폐산지 비율.
이 로서38% 가장 높으며 백두산 유역을 포함하고 있는 양,
강도가 로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0% .
북한의 산림황폐지 분포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전술한.

바와같이서부지역에 황폐산지가많이분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산림은 산지에서 개간을 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비탈 밭이나 과수원 등을 모두 포함한 면적이다 무립목지.
는산림을벌채후그대로방치하거나지속적인연료채취등

약탈행위가 계속되어 산림의 피복율이 낮고 관목지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또한 개간산지는 산지의 나무를.
벌채하고 옥수수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지역으로 대부분 산

지에 조성한 다락밭이 이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나지는 가.
장 전형적인 산림황폐지의 유형으로서 산림의 황폐화가 많

이 진전되어 임목이나 지피식생이거의없고지표침식이 비

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진행된 나지 상태의 산지를 말한다.
사진은 필자가 년 월 일 중국 측 길림성 도문에2006 5 21 ,

서 개산둔 방향으로 두만강 부근 도로를 따라가면서 북한,
의 최북단인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강 유역의산지를 조망한

것이다 자동차로 시간 정도를 달리며 관찰하여도 중국 측. 1
의 교목이 어우러진 비교적 양호한 산림의 모습과는 달리,
북한의 산림에서는 교목류나우량한 산림의 모습을 거의 찾

아볼 수 없었다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함경북도 두만강.
유역의 산림은 대부분 무립목지나 나지의 상태로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산 정상 부근까지도 많은 부분의 개,
간산지다락밭가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그림 2. 북한의 산림황폐지 분포도.
자료 농림부 북한의 농업기반 특성과 정비방안 연구: , 2002,

사진 1.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강 유역의 산림황폐지(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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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현황4)
북한의 산림분포는 한대림이 온대림이 로 구54%, 46%

성되어 있다 한대림은 자강도 북부 압록강 유역 두만강. , ,
상류지대 등에 분포하며 기타 전 지역에는 온대림이 분포,
하고 있다 주요 원목생산지인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지역과.
백두산지역에는 침엽수 및 활엽수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
한대림에는 주로 잎갈나무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전나무, , ,
등의 고산 침엽수와 자작나무 황철나무 참나무류 등의 활, ,
엽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산림은 과거에 한번 이상 벌채 이용된후 새로 조

성된 이차 천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지역이,
조림지로 바뀌었다 천연림은 참나무 단풍나무 서어나무. , , ,
개암나무 자작나무 밤나무 잣나무 소나무 등의 수종들로, , , ,
구성되어 있다농림부( , 2002).

년 현재 북한의 임상별 산림면적은 활엽수림이1996 ,
로 가장 많이 분포하며 침엽수림이 혼효림이63% , 20%,
를 차지하고 있다 총 임목축적은 천17% . 342,864 m3로 추

정되며 이 중 활엽수림이 침엽수림이 혼효림이, 60%, 25%,
를 차지하였다15% .

북한의 당 입목축적은 침엽수림이ha 52 m3로 가장 높았

고 활엽수림이, 39 m3 혼효림이, 36 m3이며 전체 평균축적,
은 41 m3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당 평균 입목축적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평ha ,

균축적은 41 m3는 한국의 년의 그것에 해당하는 비교1991
적 낮은 수준이다 년까지 한국이. 1986 30 m3 북한이, 37
m3로서 북한이 더 높았으나 년에는 한국이, 1996 50 m3 북,
한이 41 m3로서 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이 더 높아져, 1990
입목축적량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년대 초부터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1970

반면 한국은 특히 년대에 걸쳐서 사회경제적 여, 1970~1980
건의 변화 발전과 함께 산림녹화 및 자원증식 정책의 성공

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년말 현재 한국의 당 입목축적은2005 , ha 79 m3에 달하

여 그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년부터 년까지 년간 입목축적의 증가량은1986 1996 10 , 4

m3에 불과하였고 경제난에 따른 현재의 산림황폐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축적량은 아직, 40 m3대에 머물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당 산림축적량은 한. ha
국에비해약 배정도낮은것으로 추정되며 향후그차이2 ,
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산림황폐지 복구비용5)
국립산림과학원 에서는 북한의 산림황폐지를 사방(2002)

대상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면적과 비용을 산출한 바 있다

농림부 무립목지 및 나지 개간산지 등의 황폐지( , 2002). ,
유형별로 경사 방위 표고 등 지형요인을 고려하여 기초사, , ,
방 일반사방 특수사방 그리고 사방조림 대상지로 구분하, , ,
였다.
이에 따라 북한 전체의 사방대상지 면적은 천 로1,574 ha

산출되었다 사방대상지의 유형별로는 기초사방지가. 54%,
일반사방지가 사방조림지가 등을 차지하였다 또40%, 5% .
한 유역별로는 북한의 수계를 중심으로동서유역으로 구분

하여 서해안 유역의 사방대상지가 로서 동해안 유역, 74% ,
의 에 비해 약 배정도 많았다 이것은 서해안 유역이26% 3 .
해발고가 낮고 경사가 완만하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등,
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황폐지의 총 복구비용은 약 조 천억원으로 추정되었26 5

으며 유형별로는 일반사방지가 조원 으로 대부분, 21 (80%)
을 차지하였다 유역별로는 서해안 유역이 조 천억원. 18 6

동해안 유역이 조 천억원 으로 추정되었다(70%), 7 9 (30%) .
여기에서 기초사방지는 지표의 침식이 발생하지 않은 개

간산지에 대해 일반조림을 실시하여 복구가 가능한 지역이

다 일반사방지는 개간산지 중에서 경사도가 도 이상인. 20
지역 무립목지나 나지로서 해발 미만의 경사도, 1,000 m
도 이상인 지역과 경사도 도 미만으로 지표침식 발생30 30

가능성이 있는 남쪽사면의 황폐산지 등이다 특수사방지는.
무립목지나 나지 중 경사도 도 이상인 급경사 지형으로30
토양침식이나 붕괴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가 반드시 필요

한 지역이다.
또한 사방조림지는 해발 이상인 산정 부근에 위1,000 m

치한 나지나 무립목지로서 어느 정도 표면침식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방구조물의 설치 없이 싸리나무 오리나무 아까, ,
시나무 등을 식재하거나 초본류를 파종하여 사방효과를 발

표 11. 북한의 임상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현황 년(1996 )

구 분 산림면적천( ha) 입목축적천( m3) 당 축적ha (m3)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 효 림

1,676(20%)
5,332(63%)
1,438(17%)

86,402(25%)
205,443(60%)
51,019(15%)

52
39
36

계 8,446(100%) 342,864(100%) 41

자료 이승호 임업정보 임업연구원: , 1997,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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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북한의 서해안 유역 천 은 압록강 수계(1,168 ha)

를 비롯하여 대동강 청천강 예성강 한강의 대강 유역, , , 5
과 함께 평북 평남 황남 개성시의 서부해안 유역(88%) , , , ,
을 의미한다 동해안 유역 천 은 두만강 수계(11%) . (405 ha)

를 비롯한 성천강 금야강 등 주요 강 유역 과 함께, (75%) ,
함북 함남 강원도의 동부해안 유역 을 의미한다, , (25%) .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한반도의 산림정책 방향과 북한의 산림황폐

지 실태를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우리나라 산림.
정책의 전개과정을 보면 고려 및 조선시대의 왕권중심의,
봉건적 임야제도는 년대 전반기에 일제의 강점 하에서1900
식민지 임정기 즉 왜곡된 임업의 근대화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산림은 크게 황폐화되었다 년 광복 이후 국. 1945
토는 외세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어 남 북한은 서로 다른, ･
체제 하에서 각각의 산림정책이 전개되었다.
한국은 년대 말까지 한국동란 등 사회경제적 혼란으1950

로 인해 임정의 정체 하에서 산림의 황폐가 심화 또는 지속

되었다 년대에 접어들어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제의. 1960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산림법제가 정비되어 임정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이어서 년대에는 치산녹화 임정의. 1970~1980
성공적 수행으로 국토의 녹화를 달성하였고 년대부터, 1990
는 산림자원의 육성을 통한 경영기반 구축기에 있으며 향,

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지향해 가고 있다.
한편 북한의 산림은 분단 이후 국유원칙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여러 차례의,
단기적 계획을 통하여 년도까지는 녹화조림에 그 이1960 ,
후로는 수종갱신 조림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점차 국가.
경제사정의 악화와 함께 그 성과는 부진하였으며 산림관리,
의 실패로 인하여 근래 산림의 황폐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

기되고 있다.
년 현재 북한의 산림면적은 천 황폐산지1999 , 9,166 ha(

제외 시 천 로서 지역적으로는 자강도와 양강도7,534 ha) ,
등 동북부지역의 개도에 가 분포하여 서부지역에 비4 63%
해 산림비율이높다 이가운데 조림및재해방지등이시급.
히 요구되는 황폐산지가 약 만 로 추정되고 있다 지160 ha .
역별로는 황해도와 평안도 등 서부지역의 황폐산지 비율이

로서 동북부지역의 에 비해 배 이상 높은23~38% , 10~17% 2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산. 2002
림황폐지에 대한 복구비용은 약 조 천억원으로 추정되26 5
었다 또한 년말 현재 북한의 당 평균 산림축적량은. 2005 , ha
40 m3대로 추정되어 한국의, 79 m3에 비해 배 정도 낮으2
며 향후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향후 통일과 지속발전 가능한

남북한 산림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

해 보았다.
우선은 산림황폐지의 복구 문제이다 특히 북한의 산림.

면적은 지난 년간 많게는 만 적어도 만 가 감30 220 ha 160 ha

표 12. 북한의 사방대상지 유형별 면적 및 복구비용(2002)

구 분 유 형 계 기초사방 일반사방 특수사방 사방조림

면 적
(ha)

북한
전체

1,573,735(100%) 841,249(54) 631,174(40) 29,709(2) 71,604(5)
100% 100% 100% 100% 100%

서해안
유역

1,168,373(100%) 641,935(55) 457,077(39) 17,979(2) 51,382(4)
74 76 72 61 72

동해안
유역

405,362(100%) 199,314(49) 174,097(43) 11,730(3) 20,222(5)
26 24 28 40 28

비 용
억원( )

북한
전체

265,333(100%) 24,369(9) 212,823(80) 15,427(6) 12,715(5)
100% 100% 100% 100% 100%

서해안
유역

185,977(100%) 18,186(10) 149,695(81) 9,047(5) 9,048(5)
70 75 70 59 71

동해안
유역

79,356(100%) 6,183(8) 63,127(80) 6,380(8) 3,666(5)
30 25 30 41 29

자료 농림부 북한의 농업기반 특성과 정비방안 연구: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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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분단 직후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양.
호하던 산림축적은 년대 이후 그 상황이 역전되는 등1990 ,
많은 산림이 황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근래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에너지난에따른무분별한산지개간과과도

한벌채, 그리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기인한 것으로 추

정된다.
따라서 황폐한 북한의 산림복구는 향후 한반도의 국토환

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차원에서 중요하고도 시

급한 과제이다 이미 정부나 유관단체의 관심사항이기도 하.
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산림현황 및 경영실태의 정확,
한 파악을 토대로 남북한 정부 차원의 복구계획은 물론 국

제기구나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면에

서 심도 있는 산림복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남북한 산림협력과 교류가 강화되어야 한다 산.

림경영제도와 각종 산림사업 현황에서 남북한은 그 목표와

실행방법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
로 남북한 산림분야의 공동조사와 연구 기술교류 및 자재,
의 지원 등 남북한 상호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남북한 산림과임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체계구축을 위한 방

안이마련되어야한다 또한임산물의생산부문에있어서는.
이미남북의교역량이크게증가하고있다 임산물의단순한.
반입과반출은물론향후계약이나주문생산등보다적극적

인 방법으로 남북교역을 확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로 통일을 대비한 산림자원관리의 과제이다 분단.

후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각각의 산림행정 및 정책

을 수행해 오고 있다 북한의 모든 산림은 국유로서 임업성.
등 각 행정부서가 분할 담당하고 있으며 산림정책은 실제,
적권한을가진당의통제하에있다 따라서향후이질적인.
북한의 산림소유와 산림법제 등 산림관리체계를 어떻게 재

편하고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대책

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림생산의 주요 과제인 목재를 비롯.
한 임산물의 수급과 전망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장기적

대안이 검토 수립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남북한의 상호

보완적 발전과 민족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분야의 보다 많은 연구와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하

겠다.

요 약

본 연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분단 이전과 이후

의 산림정책 방향의 전개과정과 북한의 산림황폐지 실태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은 년대 전반 일제의 강점 하에서 식민지 임정1900

기를 통해 많은 산림이 황폐되었고 년 국토의 분단으, 1945
로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각각의 임정이 전개되었․
다 한국남한은 년대 말까지 한국동란 등 사회경제적. ( ) 1950
혼란으로 인한 임정의 정체기 년대는 사회경제적 안, 1960
정과성장을 배경으로 산림법제의정비등 임정기반의 확립

기 년대는 국토녹화의 성공적 수행으로 녹화임정, 1970~80
기 그리고 년대 이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의, 1990
구축기에 있다.
북한은 분단 후 국유원칙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계획

경제 체제에서 여러 차례의 단기적 계획을 통해 년까, 1960
지는 녹화조림에 그 이후는 수종갱신 조림에 주력하여 왔,
다 그러나 년대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와 함께 그 성과. 1970
는 부진하였고 결국 산림관리의 실패로 인하여 근래 산림,
의 황폐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산림황폐지에 대한 다각적인 복구대책을 비롯하여,
남북한의 상호협력과 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산림관리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인 용 문 헌

김운근 북한의 농 임업 공보처. 1997. . , 181pp.･
농림부 북한의 농업기반 특성과 정비방안 연구. 2002. . pp. 273-
337.

박태식 외 산림정책학 향문사. 2003. . . 345pp.
산림청 제 차 산림기본계획. 1997. 4 . 255pp.
산림청 한국임정 년사. 1997. 50 . 1011pp.
산림청 산지자원화계획의 성과와 반성. 1998. . 456pp.
산림청 세기 산림비전. 2000. 21 . 41pp.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2006a. . 482pp.
산림청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b. . 616pp.
산림청 간추린 임업통계. 2007. . 104pp.
이승호 임업정보 임업연구원. 1997. 74. .
조선산림회 조선임업일지. 1933. . 521pp.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44. .
최인화 일제하 국유림 벌출수단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1998. ,

산림경제학회지 6(2): 74-90.
최인화 남북한 임업구조의 변화통일과 농촌사회 부 장. 2001. ( , 2 4 ).

강원대학교 출판부. 516pp.
. 1991.崔麟和 韓国における國有林の經營計劃と施業の展開過程に関する
, 48(1): 1-79.研究 北海道大學 演習林硏究報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