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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제 목

우리나라 사유림경영 정보시스댐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산림자원은 수자원 함양 자연환경보전퉁의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면서 

경제사회 발전과 풍요한 국민생활을 유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은 국민과 기업의 생산활동올 활발히 하고 목재공급, 환경정화, 

국민휴식공간 제공등의 차원에서 가꾸어지고 경영되어야 한다. 더욱이 우 

리나라 산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에 대한 문제는 국토의 효율적 

인 관리 · 보전을 위한 중요한 관건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입엽의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임엽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보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유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유림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 

는 단체인 산림조합을 통하여 새로운 임업경영과 정보화 기술의 개발을 토 

대로 21세기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 

유림경영 정보시스템 개발올 연구목표로 하였다. 

m.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우리나라 사유림경영 및 실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유림경영의 일반현황은 물론이고 사유립경영의 핵심인

사유림경영 협업체에 대한 연혁 및 경영업무구조 그리고 경영실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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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l]] I血[ill] [ill] [II]) [II]) [血[II]) [血[Il])[Il]][Il]J[Il]][Il]][Il])[Il])[血[Il])[Il])[Il]) I血[II]) [血[Il]][Il])[血[II]) I血[Il]][Il]] 

※ 해당 샤향에 0표 표는 V훌 하여 쥬섭시요.

21) 쉬하의 엽뮤흘 효융화흘 워하예 유션젝요료 껴션되어져야 할 뷰

용은 뮤엇엽니까?

- 현실젝이고 직정젝인 샤향에 대하예 유선 숭위효 냐열하여 쥬

섭시요.

) 장시간의 딴숭작엽 맺 슈작엽, ( ) 엽뮤의 복잡성, 

) 흘필요한 엽뮤, ( ) 흥계처리의 어려융 

Gr 기타 샤향이 었으시연 쩍어 쥬삽시요. 

22) 쉬하까 판단하시기에 산렴관련 업뮤에 전산화(데이러메이스화)

까 멸요하마고 생각하싱니까?

CD 꼭 멸요하다 @ 뷰붕젝으효 멸요하다 @ 멸요하지 않마 

G풍 ®향에 해당하샤연 그 이유률 젝어 쥬섭샤오. 

23) 션산화가 멸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뮤까 았으사다연 그 엽뮤흘 냐

옐하여 쥬섭시요-

예) 산령죠샤뷰 - 엄야도 단위의 연젝, 지황, 엄황 및 시엽현황 

임야도 - 산렴쇼유자얼 엄야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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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고서는 농림부에서 시행한 농림기술개발
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농
림부에서 시행한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
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I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
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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