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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과거 임산업의 성장과정을 분석하고 임산업의 성장회계분석을 통하여 투입요소별 성장기여

도를 분해한 후 향후 임산업의 잠재 성장률을 전망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임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결과를 토대

로 궁극적으로는 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빠른 회복과 함께 우리

나라 임산업은 2000년 이후 성장률이 안정되었다. 그러나 과거 임산업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기초한 성장을 하였

다면, 2000년 이후에는 임산업의 성장은 자본 투입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성장회계분석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2012년부터 2020년의 기간 동안 임산업 생산액 평균성장률은 1.65%이며, 이에 대한 노동과 자본, 총요

소생산성의 기여도는 각각 0.08%, 1.58%, -0.01%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성장 추세를 따른다고 가정한다면 2020년

임산업 총생산액은 약 36.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 long-run growth trend of the forestry sector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forecasted the potential growth in the future after investigating main drivers of growth in the forestry sector

through growth accounting analysis. Based on results, we finally suggested a direction to go forward in order

to achieve a sustainable growth in the field. After Asia financial crisis, the growth rate of the forestry sector

was getting stable with the fast recovery of Korean economy. While the main drivers of growth in the field was

labor and capital accumulation in 1980s and 1990s, the main driver of growth has been the increment of capital

accumulation since 2000. As the result of our analysis for forecasting the potential growth in the field, the

contribution of labor, capital, TFP in total growth is expected as 0.09%, 1.58%, and -0.01%, respectively. The

potential growth rate of the forestry sector during 2012-2020 is predicted to be 1.65% and the total production

will become 36.25 trillion won. 

Key words: forestry sector, growth accounting analysis, TFP, growth projection

서 론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성장률을 기

준으로 볼 때, 임산업은 연평균 5.5%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임산

업은 빠르게 회복하며 과거 고도 성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임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에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 FTA 등 시장

개방이 진행됨에 따라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잘 극

복하고 국내 임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느

냐는 중요한 과제이다.

과거 우리나라 임업부문의 성장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임업총생산액의 변화를 두 가지 형태의 추세선으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Figure 1, Figure 2). 임업생산액에 대한

통계는 1982년부터 작성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업생산액 통계에 1998년,

2000년, 2012년 각각 새롭게 추가된 조경수, 순임목생장

액, 토석 생산액은 제외하였다. 1982년부터 외환위기 직

전까지 임업생산액은 매년 -6.25%~19.4% 내외의 성장률

을 기록하였다.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 말 이후 1998

년에 -5.94%로 임업생산액은 음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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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99년에는 140%로 증가하여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29.1%, 11.8%의 성장률을 보

였다.

임업생산액 성장경로의 장기적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서 단순 선형추세를 전 기간에 적용해 본 결과 Figure 1과

같은 선형추세가 그려졌다. 1982년부터 2012년의 21년 기

간 동안의 선형추세 기울기는 0.0408이며, 이는 장기적 추

세성장률이 4.08%임을 의미한다. 한편, 외환위기 전·후

를 구분하여 임업생산액 성장경로를 분석한 결과, Figure

2에 제시된 것처럼 1982년부터 1997년까지의 임업생산액

추세성장률은 3.41%으로 나타났고, 외환위기의 영향이 컸

던 1998년, 1999년을 제외한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임

업생산액 추세 성장률은 5.95%로 나타나 외환위기 전·

후의 임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한편,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 임업생산액

은 1997년 대비 120%이상 감소하기도 했지만, 1999년 대

비 2000년의 생산액 성장률은 140%로 나타나 생산액 기

준으로 외환위기에 따른 피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임산업의 규모를 파악하

고 과거 임산업의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한

다. 그리고 임산업의 성장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임산업 성장 추세에 변화가 있

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성장회계 분

석모형을 이용하여 성장 추세의 변화가 양적인 투입요소

인 노동과 자본의 축적 변화에서 기인했는지 혹은 질적인

측면에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증

가율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임산업을

광의의 개념에서 접근하여 임업, 목재업, 제지업으로 나누

어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변화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들이

전체 임산업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볼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기 위해서 시계열 계량모형을 이

용하거나 생산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

된다. 시계열 계량모형은 성장률을 추정하거나 총생산 수

준을 영구적인 부분과 일시적인 부분(예, 경제에서 발생

하는 석유파동과 같은 쇼크)으로 분리시켜 영구적인 부분

만을 잠재총생산 수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활용된다(Choi

and Kim, 1996; Lee, 1996, Park and Yoo, 1996). 생산함수

를 이용한 성장회계분석은 잠재성장률의 변동을 유발하

는 요인들을 분석해서 각 성장요인의 미래 추세를 적용하

여 향후 전망을 하는 방법에 활용된다(Kwark, 2007). 

이전의 성장회계분석을 이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

제 혹은 특정 산업 분야의 성장을 투입량에 기초한 양적

성장과 TFP 증가에 기반한 질적 성장으로 구분하였고, 특

히 TFP 증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도성장이 투입요소의

증가, 즉 양적 성장에 의해 주도되었고 TFP 증가라는 기

술적인 부분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향후 투

입양의 증가에 기반을 둔 성장은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가 국외에서 이뤄졌다(Young, 1995). 그 외에 국내에

서도 성장회계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 졌다

(Han et al., 2002; Kim et al., 2004; Lee and Song,

2005; Kim et al., 2002). 산업별 성장회계분석을 통해 한

국 경제의 성장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Lee and Song(2005),

Pyo et al.(2003) 등이 있다. 특히, Kwark(2007)은 산업별

성장요인 분석을 통해 외환위기 전과 후의 차이점을 분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국내 경제 전반

의 성장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고 임산업

성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Hwang et

al.(2015)는 농업분야의 성장을 분석하기 위한 농업산출의

추계 분석을 통해 보다 신뢰할 만한 통계적 추계 자료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농업 성장 분석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임산업 분야의 성장요인

분석에 의의를 가진다. 임산업은 아직 크게 주목받지 못

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시

계열 통계자료가 어느 정도 구축됨에 따라 보다 정밀한

임업생산 및 잠재성장률 추계 및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기 위해서 생산함

수를 이용하였다. 생산함수를 이용한 성장회계분석은 잠

Figure 1. Production amounts trends of forestry sector in

Korea.

Figure 2. Production amounts trends of forestry sector in

Korea by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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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장률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들을 분해하여 각각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Kwark, 2007). 이를 통해 각 성장요인의 미래추

세를 살펴보고 향후 성장 추이를 전망할 수 있다. 또, 각

요인별로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하여 향후

잠재성장률을 증대하기 위한 요인별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연구방법

1. 성장회계분석의 기본모형

기술진보와 산업별 성장의 요인을 분석하는 데 Solow

모델은 기본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이 모델은 신

고전학파의 생산함수인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재화

와 서비스를 산출하는 함수식에 기초한다. 생산함수의

형태는 식 1과 같이 Cobb-Douglas 함수형태를 적용한다.

(1)

Y
t
 = 임업총생산, A

t
 = 생산성 수준, K

t
 = 자본투입, L

t
 =

노동투입, t = 시간, α = 기여치

생산함수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투입요소에 대해서 규

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의 특성을 가

진다고 가정한다. 또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분배율이 일

정하다고 가정하면 Cobb-Douglas 생산함수로 식 2의 성

장회계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각 변에 log를 취하여 시

간(t)에 대해 미분하여 각 요소의 증가율이 임업총생산 증

가에 대한 기여도를 산출할 수 있다.

(2)

즉, 임업과 임산업의 생산액 증가로 나타나는 성장률은

자본투입 증가에 따른 기여분과 노동투입 증가에 따른 기

여분으로 설명된다. 이는 투입에 의한 성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투입에 의한 증가 효과는 일반적으로 한계

체감한다. 따라서 일정한 투입량 증가를 넘어서면 경제성

장은 균형점으로 수렴하여 경제성장은 균형점(∆Y
t
/Y

t
=0)에

도달한다. 즉 이후에 경제성장은 투입에 의한 성장이 아

닌 정성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기술진보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투입이 적정한 수준(즉, 가장 효

율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투입 증대보다는 기술진보

를 통한 성장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기술진보는 총

생산 증가율에서 자본투입 증가분과 노동투입 증가분의

합을 뺀 나머지로 구해지고 이 부분을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로 구분한다. 이는 경제학에서 솔로우 잔여치(Solow

residuals)라고도 불린다.

 (3)

이 연구에서는 먼저 성장회계분석을 위해 식 2의 모형을

사용한다. 또 임산업을 임업, 목재업, 제지업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분석을 하기 위해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i=임업, 목재업, 제지업

이 때 개별 산업의 생산함수가 같은 Cobb-Douglas의 함

수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할 때 집계생산함수(aggregate

production function)도 같은 함수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하

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두 모델, 즉

식 2와 식 4를 같은 생산함수로 가정하여 각각을 Cobb-

Douglas 함수를 이용하여 성장요인을 분석하여 요인별 기

여율을 분석하였다. 이는 과거 임산업의 성장 요인들의 상

대적 중요성을 비교하여 미래 잠재성장률 전망에 대한 기

초로 삼으려고 한다.

2. 자료와 모형의 구축

본 연구에서는「임업」,「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

구제외)」,「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세 가지 산

업의 GDP 기준 생산액과 노동 및 자본 투입에 관한 자료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국민계정체계에서「임

업」은 영림, 산림지역에서 벌목을 하여 목재와 연료재를

생산하는 활동 및 식용임산물을 채취하는 활동 등을 포함

하고,「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에는 제재목,

합판, 목제용기 제조업이 포함되며,「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에는 펄프와 다양한 종류의 종이 제조업이 포

함된다(Table 1). 

산업생산액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의 산업별 생산액 자

료를 이용하였다(Table 2). 세 산업 모두 지속적인 성장추

세를 나타냈는데, 임업의 경우 임목 생장량의 증가 및 참

살이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산나물 수요 증가 등에 영

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

업의 경우 신문용지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등

고급 전자제품의 생산 증대에 따른 고급포장용지의 생산

량 증대로 생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목재 및 나

무제품 제조업은 건설경기 침체 및 국내 목가공산업 침체

등에 영향을 받아 타분야에 비해 성장률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투입 자료는 각 산업별 취업자수와 평균 근

로시간을 곱한 값을 사용하였고 Table 3에 제시하였다.

「임업」부문의 취업자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림

수산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추정(2008)”에서

추정한 값을 이용하였고,「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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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의 경우, 통계

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에서 제공하는 근로자수를 이

용하였다. 산업별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Kwark(2007)

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에서 제공하는 “직종·산업

별 근로자수 및 근로시간” 중 농림어업과 제조업 근로시

간을 각각 이용하였다. 세 산업 모두 노동자수가 감소하

는 추세를 보였고, 근로시간의 경우 임업을 제외한 제조

업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

본투입 자료는 “분기별 자본스톡 및 잠재성장률 추계”(Pyo

and Kim 2012)의 농림어업, 제조업 실질자본스톡 값을 바

탕으로 추정하였고, 추정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연구 결과

앞의 투입요소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과 소득 분

배율을 적용하면 임산업의 각 업종별 생산액 증가율을 각

투입요소별로 분해할 수 있다. 이를 과거 10년에서 초기

5년과 이후 5년으로 나누어서 기간별 성장률의 변화를 살

펴보았다. 또 각 투입요소별 기여도에 대해서도 분해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Table 5에서 성장회계분석으로 나타난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임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

까지 연평균 5.32%씩 성장해 왔는데, 임산업 성장에서 자

본과 기술발전이 미친 영향은 컸던 반면 노동은 큰 기여

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임산

업이 노동보다는 자본과 기술 집약적임을 보여주며, 자본

이 노동을 대체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음을 의미하는 결과

Table 1. Lists of forestry, manufacture of wood and of products of wood and cork (except furniture), manufacture of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in forestry sector.

Division Lists

Forestry

· Forestry
· Operation of Forest Seeds and Nurseries
· Operation of Timber Tracts
· Logging
· Gathering of Non-wood Forest Products
· Forestry and Logging Related
· Services

Manufacture of wood and of products 
of wood and cork (except furniture)

· Sawmilling and Planing of Wood
· SawmillsManufacture of Shaped Wood
· Products and Wood for Special Purpose
· Preservation, Antisepsis, Painting and Similar Processing of Woods
· Manufacture of Wood Products
· Manufacture of Veneer Sheets, Plywoods and Densified Woods
· Manufacture of Veneer Sheets, Plywoods and Similar Laminated Layer Boards
· Manufacture of Densified and Reconstituted Wood
· Manufacture of Builders' Carpentry and Joinery
· Manufacture of Wooden Doors and Related Products
· Manufacture of Other Builders' Carpentry and Joinery
· Manufacture of Wooden Containers, Drums and Loading Boards
· Manufacture of Wooden Pallets and Other Load Boards
· Manufacture of Wooden Packing
· Boxes, Drums and Similar Containers

Manufacture of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 Manufacture of Pulp, Paper and Paperboard
· Manufacture of Newsprint
· Manufacture of Lamination, Composition and Specific Surface Paper
· Manufacture of Corrugated Cardboard
· Paper Boxes and Paper Containers

Sourc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Table 2. Production amounts and growth rates.

Unit : trillion won, %

Year Forestry

Manufacture of wood 
and of products of 

wood and cork 
(except furniture)

Manufacture 
of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2002 3.18 2.96 13.23 

2003 3.17 3.00 13.31 

2004 3.06 3.51 13.54 

2005 3.18 3.55 13.62 

2006 3.45 3.66 13.55 

2007 3.56 3.99 14.66 

2008 4.08 4.21 17.39 

2009 4.83 4.34 16.98 

2010 5.54 4.36 19.82 

2011 5.73 4.63 20.90 

Annual
growth rate

6.54 4.97 5.07

Sourc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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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둘째, 임업의 경우 2002년부터 2011년 동안 연평균

6.54%의 성장률을 보였고, 특히 2007년 이후부터 2011년

까지의 성장률은 11.9%로 급성장 하였는데 이때 자본의

기여도가 높았다. 정부의 재정투자확대 정책과 함께 국내

에서 나타난 참살이(well-being) 열풍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및 산나물·산약초 수요 증가가

임산물 시장 확대를 유도하여 자본투입과 기술개발을 촉

진시킨 결과로 판단된다. 셋째, 목재 및 나무 제조업의 경

우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목재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력이 향상되었음을 의

미한다. 단, 2007년 이후 평균 성장률은 2002년부터 2007

년 사이의 평균 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 목재산

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의 경우,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자본, 2008년 이후부터는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해당 산업

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제품 생

Table 3. Numbers of labor force and working hours (per month) in forestry sector. Unit : people, hours

Year
Forestry

Manufacture of wood and of products of 
wood and cork(except furniture)

Manufacture of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Labor Working hours Labor Working hours Labor Working hours

2002 68,731 192 19,779 214 50,965 214 

2003 67,580 192 19,327 214 51,521 214 

2004 66,687 192 18,055 214 50,045 214 

2005 65,958 190 18,832 204 51,640 204 

2006 65,341 190 18,999 204 49,741 204 

2007 64,807 190 18,755 204 50,141 204 

2008 64,336 190 17,698 190 49,886 190 

2009 63,915 207 16,998 189 48,198 189 

2010 63,533 194 17,257 193 51,206 193 

2011 63,185 195 17,421 191 50,235 191 

Sourc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ttp://laborstat.molab.go.kr).

Table 4. Capital stock estimates in forestry sector.
Unit : trillion won

Year Forestry

Manufacture of wood 
and of products of 

wood and cork
(except furniture)

Manufacture of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2002 3.81 3.87 17.29 

2003 3.99 3.99 17.69 

2004 3.96 4.28 16.51 

2005 4.21 4.46 17.08 

2006 4.61 4.74 17.53 

2007 5.05 4.81 17.64 

2008 5.04 4.70 19.41 

2009 5.76 5.46 21.37 

2010 6.36 4.82 21.89 

2011 6.62 4.83 21.80 

Source: Estimation of Quarterly Capital Stock and Potential GDP
Growth Rate in Korea, 1981~2012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2).

Table 5. Growth accounting analysis in forestry sector. Unit : %

Division Periods
Production amount 

growth rate

Contributions

Labor Capital TFP

Forestry sector

2002-2007 2.74 -0.22 2.08 0.87

2007-2011 8.54 -3.40 6.64 5.31

2002-2011 5.32 -1.91 4.33 2.90

Forestry

2002-2007 2.26 -0.58 3.32 -0.49

2007-2011 11.90 0.00 10.16 1.74

2002-2011 6.54 0.11 6.97 -0.53

Manufacture of wood and of 
products of wood and cork
(except furniture)

2002-2007 5.97 0.42 -2.44 7.99

2007-2011 3.72 -0.63 -2.86 7.21

2002-2011 4.97 0.69 -3.36 7.64

Manufacture of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2002-2007 2.05 0.14 0.44 1.47

2007-2011 8.87 0.20 5.98 2.68

2002-2011 5.08 0.47 3.43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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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백판지의 경우 스

마트폰 등 고급 가전제품의 포장지로 사용되는데, 국내 고

급 가전제품의 생산 및 수출 증가가 후방산업인 종이제품

제조업의 자본투입 및 기술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성장회계 분석 결과 임산업은 2000년대 들어 노

동보다는 자본과 기술 주도로 성장하여 왔지만, 개별 산

업별로는 주요 성장 동력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각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

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임산업은 노동보다는 자본과 기술적 요인이 중요한

성장 요인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전망 및 고부

가가치 상품개발이 필수적인 제조업 특성을 고려했을 때

노동보다는 자본과 기술적 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임업의 경우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 변화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점이 있으며, 농어촌 인구 감소를 고려했을 때 노동

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노

력이 필요하다. 특히, 임업은 임산업 내에서도 목재산업,

펄프·제지업에 비해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이 매우 미미

하게 나타났다. 향후 자본 확충이나 노동력 증대와 같은

투입 주도의 임업생산액 증대는 점차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업 생

산 증대가 보다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임업부문에서 연구·기술개발, 기술컨설팅을 통한 신기

술확산, 생산구조 혁신 등 생산성 제고에 특별히 노력해

야 할 것이다.

임산업 잠재성장률 전망

2011년까지의 임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임산업 성장률을 전망하고자 한다. 잠재성

장률의 전망을 위해서 먼저 총노동투입과 총자본투입에

대해서 예측하고, 각 투입요소의 증가율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베이스라인(Baseline)

을 구하기 위해 노동투입, 자본투입은 최근 5년(평균 기준)

의 추세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있었던 2008년 전후의 노동과 자본

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추가적인 노력

이 없다는 가정 하에 총요소생산은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단, 업종별로 구분하여 전망치를 분석하는 경

우 세부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해 나타나는 오차변수들

Figure 3. Growth factors contributions in forestry sector.

Figure 4. Growth factors contributions in forestry.

Figure 5. Growth factors contributions in manufacture of
wood and of products of wood and cork (except furniture).

Figure 6. Growth factors contributions in manufacture of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Table 6. Projections of labor force and capital stocks in forestry sector in Korea (Baseline).
Unit : million hours/month, trillion won

Variabl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Labor 2.51 2.50 2.49 2.49 2.48 2.48 2.47 2.47 2.46

Capital 34.60 35.22 35.75 36.22 36.63 37.01 37.36 37.68 37.97

Projections of production amount 31.21 32.00 32.69 33.30 33.85 34.36 34.82 35.24 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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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기 때문에 집계변수를 이용하여 임산업 생산액을 기

준으로 예측한다. 

노동과 자본 투입이 2007년부터 2011년의 과거 5개년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노

동, 자본 투입량 및 임산업 생산액 전망 결과는 Table 6,

Figure 7과 같이 나타났다. 

노동 투입량은 노동인구의 감소와 근무시간 감축 등으

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자본 투입

량은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증가폭은 점차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과 자본 투입량 전망값과 앞에

서 구한 임산업 총생산액 추정식을 이용해서 임산액 총생

산액을 전망한 결과 2020년 임산업 총생산액은 약 36.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부터 2020년의 기간 동

안 임산업 생산액 평균성장률은 1.65%이며, 이에 대한 노

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Table 7에 제시한 것

처럼 각각 0.08%, 1.58%, -0.01%로 나타났다. 노동투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자본 투입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상황

에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를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

지할 경우 임산업은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지게 되

며,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로 자본투입이 감소할 경우

2020년 임산업 생산액 증가폭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즉 임산업 분야에서 기술개발 및 확산이 매우 중요함을 의

미한다. 임산업에서 기술진보는 생산성 향상,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인증사업 도입, 고부가가치 품목 개발,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Min et al., 2011).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난 노동투

입의 지속적 감소, 자본투입의 완만한 증가라는 임산업

의 악조건 하에서 기술개발 및 확산에 대한 투자를 현재

보다 증가시킬 경우 2020년 임산업 생산액은 베이스라

인 시나리오에서 예측한 36.25조원보다 증가할 수 있다

. 2020년까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베이스라인 시나

리오와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총요소생산성이 1%

증가할 경우와 2% 증가할 경우 임산업 생산액은 각각

39.92조원과 40.31조원으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36.25

조원보다 각각 3.67조원, 4.06조원 높게 전망되었다(Table 8,

Figure 8).

Figure 7. Projections of labor force and capital stocks.

Table 8. Future growth rate estimates and projections of
production ammount in 2020 under TFP increase assumption by

2020.                                                             Unit : %, trillion won

Assumption
Growth rate of 

production
Projection of production 

amount in 2020

TFP 1% increase 2.66 39.92

TFP 2% increase 3.66 40.31

Table 7. Growth accounting analysis by baseline scenario

and the estimates of future growth rate.                       Unit : %

Period
Growth rate of 

production amount

Contributions

Labor Capital TFP

2012-2020 1.65 0.08 1.58 -0.01 

Figure 8. GDP projection under the assumption of TFP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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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우리나라의 과거 임산업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기초

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

인구 증가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농산촌 인구의 고

령화 및 감소추세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현실을 반영하듯 2000년 이후 임산업의 성장은 노동이

아닌 자본 투입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

한 자본의 투입도 앞으로는 한계에 이를 것이다. 임산업

분야가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본투입에 의

존하는 성장보다는 기술진보에 의한 성장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우리나라 임업 및 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장회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임업 및

임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잠재성장률을 전망하였다. 또

최근 자본, 노동, 기술 등 부문별 성장 기여도를 계량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임업 및 임

산업 생산액을 2011년 기준 약 32조원에서 현재 성장 속도

혹은 기술진보를 따를 때의 2020년 임산업 생산액은 약

36.25조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노동과 자본 투입이 동일한 상황에서 기술진보

가 증가할 경우 2020년 임산업 생산액이 36.25조 원보다 증

가할 수 있음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임산업 성장을 위

한 임업분야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우리나라 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진보는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다. 기술진보를 위해

서 생산성 향상,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인증사업, 고부가가

치 품목 개발,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성과를 나타

낼 수 있도록 민간 기업, 연구기관 및 학계,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2015년 4월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업

분야 최초의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이같은 기

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임산업이 크

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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