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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기술경영
연구소

현장 중심의
임업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기관

연혁

1468 09. 25. 조선조 세조왕릉(광릉)으로 지정
1913 01. 01. 임업시험림 지정 및 묘포장 설치
1929 06. 05. 임업시험장 광릉출장소 설치
1967 01. 01. 임업시험장 중부지장으로 승격
1987 12. 15. 임 업연구원 중부임업시험장으로 개칭
(1989, 3급 승격)

2004 01. 13. 국 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로 개칭
2018 03. 12.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로 개칭
미션 Mission
경제림 품질 제고 및 국산재 생산비용 절감 기술 개발

비션 Vision
산림자원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현장 임업기술 선도

추진전략 Strategic Goals
안정적 묘목 생산 및 조림 기술 개발
경제림 육성 및 장령림 관리 기술 개발
현장 맞춤형 기계화 기반 기술 개발
산림작업 효율성 증진 기술 개발
목재생산 기반시설 효율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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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경영연구소 주요 연구 분야

산림조성연구실
산림용 첨단 스마트 양묘 시스템 구축 연구
• 산림용 첨단 스마트 양묘 시스템 요소기술 개발 및 기반시설 기능 개선
• 묘목 수확 및 관리(검사·포장·저장·해동·운반) 시스템 개발

• 고품질·저비용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 기술 개발 및 기준 정립
• 디지털 기술 기반 묘목품질 평가 및 표현체 연구
• 기후변화 및 극한기상 대응 양묘 기술 개발

스마트양묘

1ICT 기반 묘목 생산

Step.

(온실, 야외 생육환경시설, 포지)
외부 기상대

환경정보 (생육환경 센서)

국가 양묘 관리/지원 센터
(홈페이지 운영)

온/습도, 강우, 풍향/속, 일사

제어정보 (IoT)
영상정보

천창

CCTV

생육환경 센서

녹화장비

온/습도, 광, 수분, CO2, 양액
차광/보온 커튼

자동종자 파종 시스템

Cloud 기반 데이터 이용
(Internet)

관수/양액(시비)

환풍기(유동팬)

LED 등

CO2 발생기

모바일 제어
(전용 App.)

냉/난방

데이터 수집/저장

스마트 양묘 관리 시스템

Big Data 기반 정보 구축
(생육환경, 묘목 품질, 이미지)

통합제어 장치 (IoT)

2 조림 전 묘목 수확 및 관리 시스템

Step.

(묘목 수확, 검사, 포장, 저장, 운반 해동)

단일처리

묘목 검사
및 포장

생육환경 (광 주기, 온도, 수분) 조건 자동제어
(묘목 동아 형성 및 월동 준비)
규격묘 생산 시 바로 동아 형성 후 저온 저장 실시

묘목
저온 저장
영상이미지 또는 측정 센서를 활용한
묘목 검사 및 자동 포장 시스템

스마트 양묘 시스템

수종(상록수/낙엽수) 및 저장 기간에
따른 온도, 습도 자동 제어

뿌리 생장점 집중형 온실 냉방시스템

목재 가치 증진을 위한
기후·입지 환경변화 대응 조림 기술 개발
• 빅데이터 기반 조림 및 조림지 관리 기술 개발
• 조림목 생존, 생장 향상 및 비용 저감 식재 기술 개발
• 조림 작업 생력화를 위한 전용 식재, 운반, 보호 도구 및 자재 개발
• 주요 용재수종 조림 시험지 장기 생육 모니터링

• 양묘·조림 연계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적용 기술 개발

용기묘 조림

조림 시험지 빅데이터 수집

산림육성연구실
경제림 육성 및 순환형 산림자원 관리 연구
•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 숲가꾸기 기술 개발
• 숲가꾸기 품질 향상을 위한 생육단계별 숲 관리 기술 개발

잘 가꾸어진 인공림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맞춤형 숲가꾸기 기술 연구
• 미세먼지

저감, 수원함양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기술 개발
•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숲가꾸기 효과 구명 및 공익림 관리 모델 제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다층혼효림 관리

장기 모니터링 연구체계 구축

천연갱신을 통한 후계림 조성 기술 개발
• 소나무·낙엽송 천연갱신 메커니즘 구명 및 현장 실용 기술 개발
• 천연갱신 규모화를 위한 소나무·낙엽송 종자비산 모델 개발

소나무 천연갱신 치수

종자비산 모델을 이용한 종자유입량 예측

산림경영기반연구실
체계적 산림경영기반 조성 및 관리기술 개발 연구
• 효율적 산림관리와 이용을 위한 적정 임도망 구축 기술 개발
• 목재생산 및 운송에 적합한 임도 시설기준 기술 개발
• 생산기반 조기정착을 위한 지속적 활용 산림작업로 배치기술 개발
• 산림복지·산악레포츠·재해예방 등 다기능 임도 활용방안 연구

체계적 임도망 구축

목재운송 최적화

환경친화적 임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술 개발
• 첨단장비 활용 스마트 임도 측량·설계 방법 개선방안 연구
• ICT 기반 종합적 임도 관리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
• 자연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임도 안정 기술 개발
• 임도의 환경적 영향 평가기법 및 피해 저감 기술 개발

차량형 LiDAR 활용 임도 측량

친환경재 시험시공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주요 연구 분야

기계화기술연구실
저비용 목재수확을 위한 기계화 기반 기술 개발
• 목재수확

작업효율 향상을 위한 임업기계의 성능개선
• 작업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임업기계 원격 및 자동제어 기술 개발
• 고성능 임업기계의 현장 적용성 평가 및 표준작업방법 구명
• 임업기계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표준시험법 개발

고성능 임업기계 현장 적용

임업기계 원격제어 기술 개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효율적 생산·공급체인 관리 기술 개발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효과적 생산·공급체인 구축

• 에너지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저비용 고품질화 기술 개발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의 적정 규모 산정기법 개발

생산·공급 비용예측 및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산림바이오매스


미활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공급

에너지용 산림바이오매스 고품질화

임업기술경영연구실
산림 여건을 고려한
보급 임업기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 경제림육성단지 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시스템 구축
• 보급 임업기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
•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기반 구축
• 임업기계 전문기술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효과성 입증 연구

가선계 목재수확작업

임업기계 활용 현장교육

환경친화적 목재수확 및 산림작업 기술 개발
• 산림작업의 토양교란·비점오염 발생 특성 구명 및 저감 기술 개발
영향 저감을 위한 임업 장비의 통행노선 배치기법 개발
• 산림토양환경

• ICT 기반 목재수확지 토양 붕괴 위험 예측 기술 개발
• 목재수확 및 숲가꾸기 시험지 토양환경 회복 모니터링

목재수확작업지 전경

산림작업의 토양환경 영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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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
유래
광릉숲은 1468년 조선조 제7대 임금인 세조대왕이 묻힌 광릉의 부
속림으로 지정된 이후 500여년 이상 엄격하게 관리되어온 왕실림이
다. 1913년 능묘 부속지를 제외한 나머지 산림은 임업시험림으로
지정되었다. 광릉숲은 현재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광릉시험림으로 발전해 오기까지 100여 년 동안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임업시험연구의 산실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황
광릉숲은 남서쪽의 소리봉(해발 537m)과 북동쪽의 죽엽산(해발
616m) 등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악분지형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2,223ha로 산림기술경영연구소가 1,111ha,
국립수목원 1,112ha를 관리하고 있다. 1,200ha에 달하는 천연림
에는 소나무, 참나무류, 서어나무류, 물푸레나무 등이 혼효하고 있고,
특히 소리봉을 중심으로 한 34ha는 가장 안정된 자연적 천이 상태로
온대활엽수림의 극상림인 졸참나무와 서어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있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 내 입목지는
1,098ha로 소나무, 잣나무 등의 침엽수림이 560ha(51%)이고
졸참나무, 서어나무 등의 활엽수림이 366ha(33%), 혼효림이
172ha(16%)이다. 이 중 인공림이 554ha(50%), 천연림이
544ha(50%)이다. 인공림의 경우 다양한 현장 중심의 산림연구
시험지로 활용되고 있다. 임상별 ha당 축적은 침엽수림 320㎥,
활엽수림 212㎥, 혼효림 279㎥이며 ha당 평균 축적은 약 277㎥로
우리나라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찾아오시는 길
광릉숲은 함경도와 강원도의 경계지인 철령으로부터 뻗어나 온
광주산맥의 지맥으로 북위 37° 45′ 16″, 동경 127° 1′ 25″에 위치

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과 내촌면,
남양주시 진접읍과 별내면, 의정부시 민락동과 낙양동에 걸쳐 동서
약 4㎞, 남북 약 8㎞ 구간에 자리잡고 있다.

약도
의정부방향

포천방향

소홀IC

구리포천고속도로

산림기술경영연구소
47

운악산
산림박물관
국립수목원

광릉

부평생태습지

경복대학교

부평초등학교
수리봉

진접중학교
퇴계원방향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1118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98

대중교통
• 의정부역(1호선) 4번 출구에서 광릉내방향으로 21번 버스(운행간격 약 30분)를 타고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하차(45분소요)
• 청량리역(1호선) 4번 출구에서 진접방향으로 707번 버스(운행간격 약 10분)를
타고 신광마을입구·진전센트레빌시티 하차한 후, 광릉수목원 방향으로 21번
버스(운행간격 약 30분)를 타고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하차(1시간 30분소요)
• 강 변역(2호선)에서 잠실역(2호선)으로 이동한 후, 잠실광역환승센터에서 포천
방향으로 3006번 버스(운행간격 약20분)를 타고 송우시장사거리·우리병원에서
하차한 후, 축석방향으로 86번 버스(운행시간 약2시간)를 타고 직동1리·새말에서
하차하여 8여분 도보(1시간 37분소요)

승용차
• 구 리 IC에서 태릉·퇴계원 방향(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으로, 퇴계원 IC에서
퇴계원·구리·춘천 방향으로, 임송 IC에서 일동·진접 방향으로, 장현 IC 교차로
에서 장현 방면으로, 장현사거리에서 금강로 방면으로 우회전 후 광릉·국립수목원·
봉선사 방향으로 15분 거리(약 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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