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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선정
- 최우수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아까시나무 밀원수림 등 5개 우수 조림지 선정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ha이상 밀원수 조림지를 대상으로 ‘2021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선정결과를 16일 발표했다.
○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선정은 2019년 최초로 시작하여 3회째 추진
하고 있으며, 산림경영목표를 고려한 적지적수(適地適樹) 선정과 체계
적인 관리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한 조림지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19년 대면적(5ha이상) 조림지, ’20년 활엽수 조림지, ’21년 밀원수 조림지
□ 이번 평가는 각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2ha이상 밀원수
조림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8월∼9월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5개소를
선정하였다.

○ 설계단계부터 양봉농가, 양봉협회, 산림과학원 등 관련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사후관리·발전방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조림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을 설정한 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최우수 기관(1)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우수기관(2) :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충청북도 괴산군,
장려기관(2) :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경상남도 산청군
□ 한편 산림청은 1946년부터 국토녹화를 위한 나무심기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지금은 국가목재자원 비축, 탄소흡수원 확충, 미세먼지 저감,
밀원자원 확충 등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산림청에서는 한국양봉․한봉협회에서 선호하는 밀원수 중 25종을
유용밀원수로 선정(’19.6.17) 하였으며 연간 4천ha 내외로 조림하고 있다.
□ 전덕하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우수한 숲을 만드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잘 가꾸어진
우수 조림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숲을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구심점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붙임파일 : 우수조림지 사진.
첨부파일 : 우수조림지 사진.

○ 최우수 대상지로 선정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아까시나무 조림지’는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목재자원육성의 기능
뿐만 아니라 밀원자원 확충을 통한 양봉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림지이다.
- 1 -

- 2 -

참고 2

□ 최우수

2021「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사진

:

□우수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충청북도 괴산군

□장려
조림지 원경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아까시나무 개화

경상남도 산청군

아까시나무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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