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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대두된 기

후변화 이슈는 21세기 지구 환경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합성을 

통해 생장하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하는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탄소저장

고로서의 나무와 숲의 역할도 새삼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구육상생태계의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숲을 조성하고 가꾸어서 탄소흡수를 증진시

키고, 숲의 감소를 막는 것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켜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능동적 대안입니다. 숲에서 생산되는 목재이용의 확대도 탄소를 장기간 저

장하고, 철강, 알루미늄 등 다른 원자재에 비해 가공 에너지가 적게 들어감으로써 간접적

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목재 부산물 등을 목재칩이나 펠릿 등으로 

가공하여 연료로 사용하면 생장과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배출량이 같아지게 

되어, 목재는 탄소중립적인 에너지로써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머 리 말 



2012년은 황폐하였던 우리 국토의 치산녹화를 성공시키고, 울창한 숲으로 환원한 역

사를 견인하고 그 신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설립 90돌을 

맞는 해입니다. 이와 때를 맞춰  우리나라는 숲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증진하여 기후변

화 대응을 국제적으로 선도하고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생태계 대응 기술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은 산

림탄소 정책과 경영 방안,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술, 목재 및 목질계 바이오에너

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 및 적응, 그리고 온실가스 통계체계 등 기반 기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침내 리우환경회의 이후 20년을 맞아 이들 연구결과를 집

대성하여 ‘기후변화, 숲 그리고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신서는 기후변화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우리 한

반도의 숲이 어떻게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난 20년간의 국

립산림과학원 연구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신서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는 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세계를 무대로 앞으로의 백년을 준비해

가는 연구자와 전문가에게는 우리 숲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유익한 지식과 정

보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살아있는 숲, 살리는 숲, 숲은 과학이다”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숲의 조성, 관리, 이용 및 보전에 대한 과학기술을 지속적으

로 연구 개발하여,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국가로서 계속 앞장서 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발간을 위해 긴 시간의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

책연구부, 산림보전부, 임산공학부, 산림유전자원부 및 생산기술연구소 집필진과 기후변

화연구센터의 편집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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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와 산림

먼저 기후란 어느 일정 지역에서의 지난 30년간의 평균기상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

면 우리나라의 경우 봄철의 기후는 따뜻하고 건조하며,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 된다. 그리고 9월에는 맑은 가을 하늘에 햇볕은 따갑고, 겨울철에

는 3일 춥고 4일 따뜻한 삼한사온의 기후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우리나라 기

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0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봄철은 이상저온 현상을 보였고, 9

월에는 맑은 가을 하늘 대신 많은 비가 내렸다. 그리고 2011년 1월 내내 닥친 장기간의 기

록적인 한파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겨울 날씨인 삼한사온 현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 곳곳에서 전에 없던 가뭄과 홍수, 폭염, 혹한 등이 

자주 그리고 강도 높게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모임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는 최근 4차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이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에 의해 대기의 온

실가스1) 농도가 높아져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 즉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때문이

라고 결론짓고 있다.

지구온난화란 어떤 현상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온실의 예를 살펴보자. 온실의 안쪽은 

바깥보다 따뜻하다. 유리를 통하여 들어온 햇볕이 온실 바닥과 벽을 비추어 따뜻하게 만들

고, 따뜻해진 바닥과 벽에서는 다시 복사열을 방출하게 된다. 복사열은 마치 겨울철 실내 

난방을 할 때 뜨거워진 라디에이터에서 방출하는 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방출된 열은 

1)    자연적인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데에는 수증기가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로는 이산

화탄소(CO2)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메탄(NH4), 아산화질소(N2O), 프레온(CFC) 등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주요한 기체

이다.

기후변화와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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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유리면에서의 열교환을 통해 일부는 바깥으로 나가고 일부는 안에 갇히게 되어 온실 

내부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 유리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면 더 많은 복사열

이 갇히게 되며 이에 따라 온실 내의 공기는 더 더워지게 된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대기

에는 온실의 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온실가스가 존재한다. 이러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가 생물이 살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온 것이다	[그림	1-1].

반면 기온을 조절하는 대기 자체가 없는 달의 경우는 해가 비추는 낮의 평균 표면온

도는 영상 107℃, 그리고 밤의 평균 온도는 영하 153℃가 된다. 이와는 반대로 대부분이 

온실가스로 구성된 가스로 대기가 가득 찬 금성의 평균 대기온도는 476℃가 된다. 그러면 

원시 지구의 대기 상태는 어떠했을까? 지구가 생성된 후 수 많은 작은 행성들의 충돌이 있

었고 이 충돌로 인해 지구 표면의 휘발성 성분이 증발되어 지구 대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휘발성 성분은 주로 수증기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로 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수증기는 지구가 냉각되면서 비로 되어 바다를 이루고 결국은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대부

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최근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느 정도일까? 2010년 

현재는 약 0.039%(389ppm)이다	[그림	1-2].

그림 1-1 
유리온실 

내부 공기와 

지구 대기가 

따뜻해지는 기작

태양열이	유리를	통과하여	
온실에	열	전달

<유리온실> <지구 온실가스층>

복사열	중	일부는
온실유리에	반사되어	
온실	기온	상승

지표복사열의	일부가	
온실가스층에	반사되어	
지구	온도	상승

태양열이	온실가스층을	
통과하여	지구에	열	전달

그림 1-2
원시 지구와 

현재 지구 대기 

성분의 비교

<지구가 탄생할 무렵> <현재>

기타	3%
기타	1%
(이산화탄소	0.039%)

질소	78%

산소	
21%

이산화탄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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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 많은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간 것일까? 많은 부분은 바다에 녹아 석회암

과 같은 암석의 형태로 변했다. 그리고 원시 바다에 살았던 녹색 미생물과 고생대 석탄기

에서 형성된 거대한 숲에 있는 나무들이 광합성을 통하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함

으로써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의 지구 생물들이 살기에 적절한 대기온도를 유지

시켜 줄 수 있는 정도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여기서 나무가 어떻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자기 몸 안에 유기물의 형

태로 저장하는 지를 알아보자. 나뭇잎에 있는 엽록소에서는 대기 중에서 얻은 이산화탄소

(CO2)와 뿌리에서 흡수한 물(H2O)을 재료로 하고 햇빛을 에너지 삼아 유기물(C6H12O6)을 

만들고 산소(O2)를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	[그림	1-3]. 이와 같이 태양에너지를 유기물 형태로 

가두게 되며, 이 중 일부는 살아가기 위한 호흡에 사용하면서 다시 이산화탄소로 대기 중에 

배출하고, 남은 것은 줄기, 가지, 뿌리, 잎 등 자신을 구성하게 된다. 즉 나무를 구성하는 

조직에 유기물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탄소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나무가 큰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과 같다.

그러면 숲은 오늘날의 지구 대기 조성에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가를 알아보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구상에 육상 식물이 출현하고 이들은 점차 숲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으

며 석탄기에 있어서는 거대한 숲이 나타났다. 숲은 이러한 발달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빛

산소

물 엽록소

이산화탄소

6CO2		+	6H2O	+	빛	→		C6H12O6		+	6O2

유기물

그림 1-3 
나무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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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흡수하면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공장, 즉 온실가스 흡수

원(Sink)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림	1-4].

숲은 이와 같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유기물 형태의 탄소로 자기 몸에 저장하였다. 

그리고 엄청나게 번성했던 숲의 일부는 지각변동 작용 등에 의해 땅속에 묻혀 공기가 차

단된 채로 위로부터의 높은 압력과 아래로부터의 높은 열을 받아 화석연료인 석탄이 생성

되게 되었다. 즉, 석탄은 과거 고생대 숲의 화석으로,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 석

탄에 포함된 탄소는 실제로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흡수원인 숲이 고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숲은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도 탄소를 저장하는 창고, 즉 탄소저장고(Carbon 

storage)의 역할을 하였다	[그림	1-5]. 석유도 미세한 동물이나 식물의 사체에서 기원한 것

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또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광합성에 의해 흡수, 저장된 이산화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화석연료이다.

그림 1-5
탄소저장고로서의 

역할을 하는 숲

그림 1-4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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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자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필

요로 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땅속에 묻혀 있던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로부터 공급되었다. 

즉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에너지를 얻었는데, 그 과정에 저장되어 있던 탄소(C)와 대기 중

의 산소(O2)가 결합하는 산화작용으로 이산화탄소(CO2)가 발생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하게 

되었다. 더불어 농산물의 대량생산과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더 많은 경작지와 산업

용지 그리고 주거용지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용지의 대부분은 숲을 파괴하면서 공

급되었다. 이러한 숲의 파괴 과정에서 일부는 불에 타고, 일부는 남겨져 미생물에 의해 분

해되면서2) 나무에 갇혀 있던 탄소 또한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다. 이와 

같이 숲은 산업혁명 이후 파괴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인, 즉 온실가스 배출원

(Source)의 역할을 하였다	[그림	1-6]. 이러한 화석연료의 연소와 숲의 파괴는 산업혁명 이

후 지속되어 왔으며 그 결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의 280ppm에서 

2010년에는 389ppm에 이르기까지 약 39%나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지구온난화를 막는 방법에는 크게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석

탄, 석유 등 화석에너지를 적게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즉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

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바이

오매스 등)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함으로써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급선

2)    나무가 죽어 숲 속에 놓이면 미생물들이 이를 먹이로 하여 생활하면서 호흡하게 되고 이 호흡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

시켜 대기중으로 방출하면서 죽은 나무는 서서히 분해된다.

그림 1-6
산업혁명에 따른 

화석연료 소비와 

산림 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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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공장이자 탄소를 저장하는 창고인 숲

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새로운 숲을 조성하고(신규조림), 현재 있는 숲은 더 많은 이산화

탄소를 흡수, 저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가꾸는 일(숲 가꾸기)도 중요하다	[그림	1-7]. 특

히 신규조림 및 숲 가꾸기는 이와 같은 기후변화 완화 효과는 물론 대기정화기능, 수원함

양기능, 휴양기능과 목재 공급까지 다양한 환경적, 경제적 이익을 같이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 더욱 가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숲에서 얻어진 산물인 목재가 기후변화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

자.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 역할은 탄소저장고이다. 나무의 생장 

패턴은 사람의 생장 패턴과 비슷하여 어린 유령림(유년기)과 그 후 장령림(청년기)에는 잘 

자라지만 노령림(노년기) 단계에 접어들면 잘 자라지 않다가, 일정 수명이 되면 수세가 약

해져 병해충 등의 피해를 받아 죽게 된다. 따라서 장령림까지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

하지만, 노령림이 되면 그 흡수 능력이 떨어지다가 결국 죽게 되면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

다. 그 후에는 죽은 나무가 썩으면서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며, 죽은 나무가 있

던 자리에는 새로운 나무가 들어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따라서 숲을 조성한 후 

벌채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산화탄소 흡수와 배출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서로 상쇄가 되어 숲은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순흡수(Net sinks)하지 않는 상

태가 된다.

그림 1-7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및 

산림 분야의 

대책들

숲	가꾸기

신규조림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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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나무가 성숙하였을 때 벌채하여 이를 통나무집, 가구 등 나무 제품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살아 있는 나무에 저장되어 있던 탄소는 나무 제품에도 그것이 폐기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저장되어, 나무 제품은 새로운 탄소저장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무가 베어진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으면 생장이 빨라 이산화탄소도 더 

많이 흡수하는 유령림과 장령림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장기

적으로 숲을 베지 않고 그냥 놓아두었을 때와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나무를 베어 나무 제

품을 만들고 여기에 또 다시 숲을 조성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후자가 더 큰 탄소저장 창

고를 만들 수 있고 이산화탄소 흡수 공장도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그림	1-8]. 

따라서 국립공원 등 숲을 보전해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하지만, 목재 생산 기능

이 부여된 숲은 알맞은 때에 적극적으로 벌채, 수확하여 목재로 이용하고 새로운 숲을 조

성하는 것이 기후변화 완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목재의 두 번째 역할은 그 가공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타 원자재에 비해 적은 

저탄소 배출 원자재라는 것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똑같은 부피의 원자재를 가공할 

때 드는 에너지량이 철강재는 인공건조 제재의 190배, 그리고 알루미늄은 인공건조 제재

의 786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림	1-9]	(이동흡, 2003). 예를 들어 나무 창틀과 알루미늄 창틀

의 경우를 비교해 보자. 나무 창틀의 경우 비교적 벌채, 제재, 가공하기 쉬운 나무로 만들

기 때문에, 원석 채취에서부터 제련 및 가공이 훨씬 어려운 철제 창틀에 비해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고 그만큼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다. 나무는 톱으로 쉽게 자를 수 

있지만 강철을 톱으로 자른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더 들어가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

그림 1-8
탄소저장고 

로서의 역할을 

하는 나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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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에너지 집약적인 원자재를 대체하는 것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Material substitution effect)라 한다.

목재의 세 번째 역할은 에너지를 얻으면서도 온실가스 순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무 연료인 목질 바이오매스를 태워 에너지를 얻으면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러나 이 나무 연료를 얻기 위해 나무를 베어 낸 자리

에 다시 나무를 심으면 이 심은 나무가 온실가스를 흡수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나무

가 생장한 만큼 주기적으로 베어 이를 나무 연료로 사용하면 생장에 따른 흡수와 연소에 따

른 배출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실제적으로는 온실가스 순배출이 없이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3)	[그림	1-10]. 따라서 목질 바이오매스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 이를 

화석연료 대체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효과(Fossil fuel substitution effect)라 한다.

3)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시스템은 연소에 의한 일방적인 배출만 있지 흡수는 없는 시스템이다.

흡수

+ 에너지

CO2 CO2

CO2 CO2

배출
광합성

연소

그림 1-10
온실가스 

순배출이 

없는 목질 

바이오에너지 

이용 시스템

그림 1-9
다양한 원자재를 

가공할 때의 

온실가스

< < < <

온실가스
배출 삭감

인공건조 제재의 
190배

천연건조
제재

인공건조
제재

합판 강재 알루미늄

15 28 120 5,320 22,000

인공건조 제재의 
786배

(k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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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우리나라 산림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및 이후 사회혼란기를 거치면서 거의 황폐

되었다. 이러한 황폐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전 국토에 걸

쳐 산림녹화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전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30년도 채 못 되

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짧은 기간에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림	1-11]. 1982년 발간

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

임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 환경운동가 레스터 브라운은 그의 저서 “Plan B 2.0”

(2006)에서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 사례를 여타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재조림 모델로 삼

을 것을 언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녹화 성공의 결과로 2009년 현재 우

리나라 산림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약 43백만 톤으로 녹화 전인 1970년대 초반의 

약 4백만 톤에 비해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온실가스종합센터, 2012).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산림 전체에서 현재 흡수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량을 단위면적 즉 1ha(100m×

그림 1-11
산림녹화 전과 

산림녹화 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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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축구장 반)에서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하면 약 7톤으로 이는 일반 

가정 4가구 혹은 승용차 1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맞먹는 양이다	[그림	1-12].

앞서 언급한 기후변화에 있어서의 숲과 목재의 역할을 바탕으로 실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산림부문의 대응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숲이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흡수원과 탄소저장고로서의 역할은 증진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원으로서의 역할은 

저하시키며, 목재가 가지고 있는 탄소저장고, 저탄소배출 원자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서

의 역할은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산림을 관리한다면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숲의 온실가스 흡수원과 탄소저장고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산림관리 

방안으로는 숲 가꾸기와 흡수원 조림을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숲 가꾸기를 하면 산림

의 건강성이 증대되어 병해충 및 산불에 강해지고 이에 따라 오랜 기간에 걸쳐 더 많은 온

실가스를 흡수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최종적으로 벌채 수확하는 원목의 크기가 더 커짐

으로 해서 목조 주택 등 내구성 있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져 수확 후에도 더 오랜 동

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는 줄기, 가지 등 숲 가꾸기 부산물을 

산림 내에 방치하여 썩게 하는, 바꾸어 말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하는 대신에 이를 수

집하여 펠릿 등 목질계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한다면, 그만큼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온실가

스 배출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숲 가꾸기 사업은 노동집약적인 사업

그림 1-12
단위면적(1ha) 

에서 흡수하는 

CO2 양과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CO2 

양의 비교

CO2

CO2

CO2

CO2

CO2

CO2

CO2

CO2

CO2

100m

100m

100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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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림	1-13]. 우리

나라 숲은 대부분 1970~198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지금이 숲 가꾸기를 할 적기이며 이

에 산림청에서는 “숲 가꾸기 5개년 계획(2009~2013)”에 따라 5개년 동안 전체 산림의 약 

1/5인 125만ha에 대해 연차별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흡수원 조림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유휴농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숲

을 조성하여 새로운 흡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신규 조림)과 과거 토사 방지 등의 목적으로 

조성한 리기다소나무림과 병해충 피해 산림 등 생장이 불량해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떨

어지는 숲을 베어 내고 적지를 잘 판단하여 흡수 능력이 뛰어난 수종으로 바꾸어 주는 사

업(수종 갱신) 등이 있다	[그림	1-14]. 신규 조림은 그 대상지는 많지는 않지만 토양 내 탄소

저장량까지 늘릴 수가 있어 가장 효과적인 탄소흡수원 확충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1-13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 

사업으로서의 숲 

가꾸기의 다양한 

효과

그림 1-14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을 위한 

신규 조림과 

수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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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숲의 온실가스 배출원으로서의 역할을 저하시킬 수 있는 산림관리 방안으로

는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방안과 무분별한 산림전용으

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방안이 있다	[그림	1-15]. 이러한 산림재해나 산림전용이 일어나면, 

숲이라는 온실가스 흡수 공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저장되어 있던 탄소도 대기 중으로 다

시 배출되는 등 기후변화 완화에 반대되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우리나

라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 산불로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은 연평균 1.5백만 톤으로 자

동차 약 20만대가 배출하는 것과 맞먹는 양으로 나타났다(이병두, 2009).

다음으로는 저탄소 발생 원자재로서의 나무 제품 사용 확대 방안으로 목조 교량, 사

방댐 등 토목 시설을 철재, 콘크리트 등에서 목재로 대체하고, 콘크리트 주택에서 목조 주

택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다양한 목제품을 개발하고 이것을 널리 이용하기 위한 캠페

인을 벌이는 사업 등을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목조 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을 

지을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비교해 본 결과, 후자가 전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6] (국립산림과학원, 2009).

그림 1-15
온실가스 배출을 

가져오는 주요 

산림재해들

산불 산사태 병해충

그림 1-16
콘크리트 주택을 

목조 주택으로 

대체하였을 

때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목조 주택과 철근 콘크리트 주택

목조	주택(189m2)
CO2	52.3톤	배출

철근	콘크리트	주택(189m2)
CO2	106.1톤	배출

CO2	53.8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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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2009년부터 숲 가꾸기 산물과 버려지는 산림자원 등을 활용하여 목재 펠릿(Wood pellet)

을 실용화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숲 가꾸기 현장에서는 

산물 수집률을 현재의 20%에서 50%까지 올리는 원료 공급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농가주택 및 원예시설과 마을회관, 군부대, 휴양림, 수목원 등 공공 부문의 난

방 시설을 목재 펠릿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통한 수요 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목

재 4톤으로 펠릿 2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원유 1톤을 대체함으로써 약 3톤의 이산화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림	1-17]. 결국 목재 펠릿 1톤을 사용할 경우 약 

1.5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숲과 목재의 관리 방안을 종합해 보면, 그림 1-1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림과 목재에 기반한 탄소순환 사회 구축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림 1-17
목재 펠릿으로 

석유를 대체했을 

때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목재

4톤

펠릿

2톤

원유

1톤

CO2 감축

3톤

그림 1-1８
화석연료에 

의존한 

탄소비순환 

사회와 산림과 

목재에 기반한 

탄소순환 사회

과거 미래

<화석연료	의존> <산림·목질자원	기반>

비순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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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산림을 조성하고 잘 가꾸어 더 많은 온실가스를 흡수, 저장하고, 여기서 얻어진 목

재를 바이오에너지나 저탄소 배출 원자재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탄소순환 시스템을 구축

하면 이산화탄소를 일방적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게 됨으로써 기후변화 완

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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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는 산림을 어떻게 다루고 있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지구의 기후시스템이 위

험한 인위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하는데 있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의한 배출을 감축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에 의한 흡

수를 더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각 국가의 정책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특히 제3.3조에서 이러한 정책과 조치는 서로 다른 최저비용으로 세계적 이익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비용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는 산림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정책과 조치의 대상임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

은 선언적 성격만 있을 뿐 지구온난화에 역사적으로 책임이 있는 선진국 및 일부 동구권 

국가들로 구성된 부속서Ⅰ당사국들(Annex I parties)1)이 자국에 부여된 의무를 지키지 않

았을 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리하여 기후변화협약의 제1원칙인 ‘공통의 그렇지만 차별적인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에 따라 부속서Ⅰ당사국에게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 부담을 부여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고, 2001년에는 

이의 구체적인 시행규칙 격인 마라케시 합의문(Marrakesh accords)을 마련하였다. 그러

나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로 교토의정서 자체의 발효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

고, 우여곡절 끝에 러시아의 비준을 마지막으로 드디어 교토의정서가 발효가 되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협약 체결 당시인 1992년에는 그동안의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역사적 책

임이 없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도 없는 비부속서Ⅰ당사국으로 분류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

다. 하지만 지금은 누적배출량, 국가 총배출량, 1인당 배출량은 여러 지표를 보았을 때 현재 의무를 지고 있는 부속서Ⅰ당사

국의 수준에 육박하여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이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협약과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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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공약기간(2008-2012)

 마라케쉬 합의문에서는 제1차 공약기간(1CP, 1st Commitment Period)토지 이용

과 토지이용의 변화, 그리고 산림을 기반으로 한 임업(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과 관련된 일부 활동만 흡수원(Sink)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탄소배출권은 자국의 배출 감축을 이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다. 흡수원으로는 신규조림(Afforestation), 재조림(Reforestation), 산림 경영(Forest 

management), 식생복구(Revegetation), 경작지 경영(Cropland management), 목초지 

경영(Grazing land management) 등의 활동만 인정된다. 반면, 교토의정서에서 허용한 

선진국의 국내 산림 관련 활동은 흡수원 증진을 위한 신규조림/재조림2) 및 산림경영 확대

와 배출원 감축을 위한 산림전용 억제 등이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신규조림과 재조림 

활동만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체연료로서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및 대체재로 목재의 이용도 온실가

스 배출 감축 효과가 있음으로 직간접적으로 탄소배출권 획득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분류

되고 있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기후변화협약에서 요

구하는 지침에 따라 빠짐없이 일정한 정확도를 가지고 보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탄소배출권의 발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림	1-19].

2)   신규 조림은 대상 토지가 나무를 심기 전 50년의 기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대상으로, 재조림은 다른 용도로 사용

하던 토지를 대상으로 1989년 12월 31일 이후에 나무를 심는 것을 말한다.

그림 1-19
기후변화협약의 

전개 과정에서 

산림에 대한 

논의 결과

1992.5.브라질

환경협약 법적 구속력 시행규칙  완비 참여 확산(선진·개도국)

환경+경제 협약

기후변화협약 교토의 정서 마라케시 합의문 발리협상

교토의정서 발효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비부속서 I 국가로
분류

선진국에 의무적
배출 삭감 목표 부여,
교토매커니즘 도입

흡수원(LULUCF)을
이용한 탄소배출권
획득 인정

교토의정서 이행
규칙에 대한 합의문
채택

LULUCF 부문의 
인정 활동·수준·
규칙 최종 결정

2009년 말까지
Post 2012 체제
협상 완료

REDD(산림전용방지),
산림탄소 계정규칙 등

1997.12. 2001.11. 2007.12.

단일 감축체제 설립

더반플랫폼

새로운 기후체제 설립
(2020년~)
교토의정서 연장(2CP)

산림경영, HWP 계정 
의무보고 결정

2011.12.

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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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신규조림이나 재조림 또는 산림 관리활동을 통하여 의무감축량을 상쇄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무한정 가져갈 수는 없고, 일정 기준3)에 따라 산출한 국가별 할당량의 

5배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20]. 왜냐하면 부속서Ⅰ당사국들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쉬운 산림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활동으로만 

자국의 의무 부담을 상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부가적으로 그림 1-21에서 보

듯이 러시아, 일본, 캐나다의 인정량이 예외적으로 많은 것은 교토의정서 발효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인정하여 흡수량을 100%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부속서Ⅰ당사국들이 제1

차 공약기간동안 흡수원 활동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은 제1차 공약기간이 종료된 이듬

해인 2013년에 최종적으로 확정받게 된다.

제2차 공약기간(2013-2017 또는 2020)

아직 제2차 공약기간도 최종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제까지의 논의 동향으로 보

았을 때 중기 목표기간으로 논의되었고, 지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새로

운 기후체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2020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2차 공약기간에 적용

될 시행규칙 역시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제1차 공약기간에 적용된 시행규칙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산림관리 활동에 대한 계정이 선택사항에서 의무보고사항으로 바뀐 것

과 그동안 논의된 많은 계정 방법 가운데 기준선(RL, Reference Level) 설정 방법이 채택

3)   각 당사국 및 FAO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정한 기준으로 부속서Ⅰ당사국 산림 전체에서의 연간 흡수량에 85% 할인율이 

적용되며, 또한 기준연도(1990년) 총 배출량의 3%에 해당하는 양을 넘지 못하는 상한선도 동시에 적용된다. 반면 신규조림

과 재조림의 흡수량은 할인율 없이 100%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림 1-20 
교토의정서에서 

인정되는 산림 

관련 탄소배출권 

획득 활동

탄소배출권 획득

신규 조림(A),
재조림(R),
산림전용(D)

산림경영(FM),
식생복구(RV)

인정대상 흡수원 활동

의무 (3.3조)

※기준년도(1990) 이후 활동

선택가능(3.4조)

- 신규 조림 / 재조림, 산림경영

해외 산림흡수원 프로젝트

선진국(공동이행체제: JI)

- 신규 조림 / 재조림

개도국(청정개발체계: CDM)

산림/목재 관련 온실가스 감축 활동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목재 이용 증진 (에너지 절약),

탄소 저장 ※ 기준 미달 시 탄소배출권(RMUs) 발행 불가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 보고, 검증

LULUCF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제출

요구정보제공 여부 및 정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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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부록에 제시된 부속서Ⅰ당사국들의 산림관리 활동 계정을 위한 기준선은 전문

가 검토팀(Expert review team)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되었다. 그리고 ‘습지 배수 

및 재침수(Wetland drainage and rewetting)’의 흡수원 활동으로 추가된 점, ‘수확된 목

제품(Harvested wood produtcs)’이 새로운 탄소저장고로 추가되어 당사국 내에서 생산

되어 유통되는 목제품에 대하여 계정해야하는 점 등이 크게 달라진 사항들이다. 제2차 공

약기간과 새로 적용될 시행규칙은 제18차 당사국총회(COP18, 2012.12.)에서 최종적으

로 확정될 예정이다. 

REDD+

2007년 발리에서 개최되었던 제1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 2013년 이후

의 기후변화 체제를 다루는 Post-2012 협상에서는 전 세계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

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억제(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에 대해서도 공적지원 또는 탄소배출권 

등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현재 인정받을 수 있는 REDD+ 활동

은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림탄소축적의 보전 및 증진

(Conservation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 등이 있다. 이제까지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도 마련해야하고, REDD+ 체제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

토의정서에 따른 제2차 공약기간동안에는 REDD+를 활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21 
제1차 공약기간 

내 산림관리 

활동을 통한 

탄소배출권 

상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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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별 중기감축목표4)(~2020

년)를 이미 공표하였고, 이를 이행하는데 RED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최

근에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8개5)의 

REDD+ 양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여러 가지 기후변화법안6)을 준비하여 

REDD+를 통하여 국가 감축량을 상쇄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4)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가별로 설정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교토의정서와 관련 없이 추진됨. 우리나라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을 공약하였음.

5) 브라질, 인도네시아(2건), 라오스, 페루, 캄보디아, 앙골라, 베트남 등

6)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등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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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탄소 흡수 및 저장 현황 

산림은 자연 생태계의 가장 효율적인 탄소 저장고로서 지구 탄소 순환에 있어서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41억 ha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상부 탄소량의 80%

를 저장하고 있다(Dixon et al., 1994).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산림식생 및 

토양에 약 2조 8,500억 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으며 광합성을 통해 매년 1,200억 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2-1]. 하지만 한편으로는 산지전용 및 열대지

방 산림파괴로 인해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IPCC의 보고서(Watson 

*	흰색	수치는	탄소저장고별	저장량(단위:	10억	톤)을	노란색	수치는	연간	탄소저장고	간	전환되는	탄소량을	나타냄.	

그림 2-1 
지구탄소순환

NASA 지구관측소 

2011, http:// 

earthobservatory. 

nasa.gov/Library/ 

CarbonCycle/ 

carbon_cycle4.html

탄소최적화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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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0)에 따르면 1985~1998년간 약 1,36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인위적 

배출원 가운데 에너지 분야를 제외하면 가장 큰 배출원이 되고 있다. 이처럼 산림은 탄소 

흡수원인 동시에 배출원의 역할을 하므로 지구 탄소순환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우리나라 산림은 2010년 현재 637만 ha로 전 국토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14억 5천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또한 연간 6,5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우리나라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 정도를 매년 상쇄하고 있다1). 또한 전체 산림면

적의 67%를 Ⅲ-Ⅳ영급의 장령림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림	2-2], 향후 수십 년간 탄소 흡수

원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Ⅲ-Ⅳ영급에 집중된 불균형한 영급구조로 

인해 향후 노령림 비율이 높아져 미래 산림의 탄소흡수량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불균형한 

영급구조를 지속가능한 영급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산림토양은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산림토양에 저장되는 탄소

량은 전체 산림에 저장되는 탄소량의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대림에서는 50%, 

온대림에서는 63%, 한대림에서는 84% 정도를 차지하여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Kimble et al., 2003).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량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온대림에 비해 산림토양의 탄소

저장량이 다소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산림이 지난 수십 년 내에 조성

되어 아직까지 토양 탄소량이 안정화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토

양탄소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대된다. 

1)  국립산림과학원 내부자료(2011)

그림 2-2
우리나라 산림의 

영급 분포

임업통계연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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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토양의 탄소저장량은 산림경영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벌채 직후

에는 고사유기물의 유입으로 토양탄소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나, 이후 십년 정도 벌채이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Heath 

and Smith, 2000). 따라서 토양의 탄소저장량이 높은 산림에서는 산림경영활동으로 인

해 토양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토양이 노출되면 토양유기물의 부후율과 토양

호흡 및 침식이 증가하여 탄소배출이 늘어나게 된다(Birdsey et al., 2006).

산림의 탄소 흡수 및 저장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광합성 과정에서 입목은 대기 중으로부터 흡수한 이산화탄소와 빛, 물, 영양소를 이

용하여 탄소화물을 생성한다. 이처럼 입목은 대기 중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동

시에, 대사를 위해 탄수화물을 이용하고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도 한다. 따라

서 입목이나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통한 배출량을 제외한 순 탄

소 흡수량을 측정해야 한다. 

입목의 호흡작용은 기온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기온이 

높고 대기 및 토양의 수분 함량이 낮아지면 입목의 순 탄소 흡수량이 두드러지게 낮아지

는 현상이 나타난다(Helms, 1965).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 이러

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임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

다. 입목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수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활엽수의 탄소

흡수량이 침엽수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의 탄소흡수 잠재력은 임분의 지위와 임분 내 탄소저장고(입목, 고사유기물, 토

양 등)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엽 면적의 크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즉 엽 면

적이 늘어나면 광합성 및 바이오매스 생산 잠재력이 높아지는 반면, 호흡을 통한 이산화탄

소의 배출이 늘어나게 된다. 

산림의 탄소흡수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로는 내음성과 임령이 있다. 

지위가 높은 지역에서 음수림은 양수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엽 면적이 넓고 생산량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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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한다. 비슷한 지위에서 양수림은 초기에는 생장이 빠르고 탄

소흡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음수림에 비해 흡수량이 적다. 임령에 따라서

는 유령림의 경우 탄소흡수율은 높지만 탄소저장량이 낮은 반면, 노령림은 유령림에 비해 

고사율과 호흡율이 높아서 탄소 흡수율이 낮지만, 총 탄소저장량이 높고 병해충이나 산불

에 의한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집약적인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산림경영에서

는 속성수인 양수림을 조성하여 단벌기로 경영하는 것은 유리한 반면, 산림 내의 탄소저장

량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산림경영에서는 음수림을 조성하여 장벌기로 경영하는 것이 유

리하다. 그런데 장벌기를 적용할 경우 산림이 성숙해질수록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

지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가 되면 산림 내의 총 탄소저장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도 줄어들

지도 않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며(King et al., 2007), 이런 상태에서 산불이나 병충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출원이 될 수도 있다. 

산림은 임령에 따라서 혹은 산림의 건강성에 따라서 탄소흡수원이 되기고 하고 배출

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순 탄소배출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 우리나라 산림은 임분 밀도가 매우 높아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형화될 가능성이 매

우 높다. 또한 병충해도 매년 30만 ha 이상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산불이나 병충해에 의

한 탄소배출을 줄인다면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산불이나 병

충해로 인한 산림탄소배출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산림경영을 통한 탄소흡수 증진

임령이나 임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잠재력

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산림의 탄소흡수 잠재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왕성한 생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림의 건강성 유지와 왕성한 생장 유도

를 위해서는 숲 가꾸기, 간벌 등의 산림경영활동이 필요하며, 산림경영활동을 통해 생산되

는 목재를 목제품이나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이용을 대체하여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34			I			제2장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목재, 수자원, 야생동식물, 경관 및 휴

양 가치 등 산림경영의 다양한 생태적서비

스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탄

소흡수 증진에도 적합하다. 다양한 경영목

표를 고려하는 산림경영에서는 어느 특정 

경영목표의 우선순위를 강조할 경우 다른 

경영목표들의 성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탄소흡수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다른 생태적서비스의 제공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탄소흡수와 

관련된 다양한 산림경영 요소들을 고려하

여 산림경영목표와 적정 시업체계를 결정

해야 한다.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산림경영 고려인자 

(1) 임분구조의 결정

산림을 동령림으로 경영할 것인지 혹은 이령림으로 경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산림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사항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임분구조를 결정하는 데에

는 경제적 여건, 현지상황, 임분의 조림적 특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탄소흡수 및 저장 측면에서는, 동령림이든 이령림이든 장기적인 지상부 탄소저장량

은 비슷하지만, 단기적으로 탄소흡수량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이령림의 경우에는 수

관층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탄소흡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으며, 택벌의 

강도와 주기에 따라서 탄소흡수량 및 저장량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동령림에서는 

주벌 수확과 갱신이 이루어지므로 벌기령과 갱신기간에 따라 탄소흡수량 및 저장량이 영

향을 받게 된다. 

그림 2-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림

국립산림과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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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분단위의 산림경영에서는 특정 임분구조를 대상으로 하여 경영목표와 시업체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경영단위에서는 동령림과 이령림을 함께 분

포시켜 경관의 다양성을 유도하고 각각의 임분구조에 적합한 시업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수종의 선택

유령림에서는 초기 생장이 빠른 양수가 음수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탄소 흡수율을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음수림에서는 임분 밀도

와 엽 면적이 높아져서 양수림보다 탄소흡수량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혼효림이 단순림

보다 엽 면적이 높기 때문에 탄소흡수량도 높다.

최근 선발육종 및 유전자 배양을 통해 탄소흡

수량이 높은 수종을 선발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초기 탄소흡수가 높은 속성수를 

이용하여 목재에너지림을 조성하고 여기서 생산되

는 목재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대체효과를 높이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속성수인 백합나무 

클론 배양묘를 이용하여 목재에너지림을 조성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제3장 “탄소순환

시스템 구축” 참조). 

(3) 벌채 부산물의 처리

벌채가 이루어진 산림에는 줄기 초두부, 잎, 가지 등의 부산물들이 잔존하게 된다 

		[그림	2-5]. 일반적으로 산림 내에 방치되는 벌채 부산물들은 자연적인 부후가 일어나면서 

점차 토양층으로 흡수되는데 보통 이 과정에 수년이 걸린다. 그런데 산림 내에 방치된 벌

채 부산물의 양이 과다할 경우 부후과정에서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

형 산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벌채 부산물들을 처리하여 그 양을 조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4 
백합나무 시험림

http://blog.daum.net/

dreamwu/7419524



36			I			제2장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벌채 부산물들을 현지에

서 모아 소각하는 방식을 고려

할 수 있으나, 부산물을 소각

하는 과정에서 탄소와 휘발성 

질소, 기타 온실가스들을 대

기 중으로 직접 배출하는 문제

가 있어서 산림탄소 흡수 측면

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산림의 

탄소흡수 및 저장 잠재력을 증

진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

직한 벌채 부산물의 처리방식은 부산물들을 수집하여 목재펠릿이나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부산물 수집을 위한 추가적인 노동력과 비용이 요

구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벌

채 부산물을 토양에 묻는 방식을 적용하면, 부산물의 부후가 천천히 일어나 탄소저장 기간

이 늘어나고, 산림 내에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탄소저장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Birdsey et al., 2006). 하지만 이 방식 역시 추가적인 작업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4) 조림지 정리 작업

조림지 정리 작업은 조림 수종이 산림에서 활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목이나 초본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주는 작업이다. 그런데 조림지 정리 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양이 

노출되면 토양탄소의 배출이 일어나므로, 토양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을 시행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림지 정리 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토양 속에 묻

는 작업을 함께 시행하면 토양탄소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5) 간벌 및 택벌

간벌과 택벌 작업은 동령림 및 이령림에서 임분 축적이나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시행

된다. 간벌이나 택벌 작업 모두 수관을 열어 입목의 생장을 촉진하므로 탄소흡수량을 증진

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강도가 높은 간벌이나 택벌을 시행할 경우, 벌채 이후 엽 면

그림 2-5 
벌채 부산물

국립산림과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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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나 탄소저장량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탄소흡수 및 저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6) 벌기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벌기령은 동령림의 탄소흡수 및 저장량에 크게 영향을 미친

다. 예를 들어 벌기령이 길어지면 입목들의 재적이 커지고 산림 내에 저장되는 탄소량이 

높아진다. 동령림에 장벌기를 적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벌채 후 갱신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

가 있기 때문에 탄소저장 면에서 유리하지만,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간벌 등 추

가적인 산림시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7) 조림

산림은 탄소흡수 및 저장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토지이용 방안이다. 따라서 산림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되어 온 토지에 조림을 실시하는 것은 탄소 흡수 및 저장 잠재력을 증진시키

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기존의 산림이 황폐화된 경우에도 조림

을 실시하여 생산적 산림으로 복구함으로써 산림의 탄소흡수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다.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산림경영 의사결정

탄소흡수 증진을 산림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고려한다면, 산림의 엽 면적을 유지 증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엽 면적이 커질수록 광합성 및 이산화탄소 흡수 가능성이 커지기 때

문이다. 하지만 엽 면적이 커지면 호흡율도 따라서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분의 생

육 상태를 건강하여 유지하여 순 탄소흡수량을 증진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단기간 내에 탄소흡수량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초기 생장이 빠른 양수림을 조성하

고 연평균 생장량이 정점에 도달할 때 수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따라서 양수로 조성된 

동령림에 단벌기를 적용하는 경영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장기간에 걸쳐 탄소흡수량

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음수림을 조성하여 연평균 생장량이 정점에 도달할 때 수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음수림은 양수림에 비해 단위면적 당 탄소 흡수량이 높다. 

또한 장벌기를 적용함으로써 벌채로 인한 토양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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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의 탄소저장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흡수량을 최대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

는 경우에는, 음수와 양수로 구성된 혼효림을 조성하여 수관 상층부와 하층부 모두에서 광

합성이 일어나도록 엽 면적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다양한 영급과 수종이 혼효된 

이령 혼효림의 경영에는 택벌, 상층간벌, 하층간벌, 산벌, 모수림 작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산림시업이 적용되므로, 이령혼효림 경영의 탄소계정을 위해서는 수종별 영급별 생장량과 

함께 산림시업 유형별 탄소 배출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어떤 경영목표를 가지고 산림을 경영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산림시업의 

유형과 주기가 달라지고 따라서 탄소배출 및 흡수량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규모가 

큰 경영 단위의 산림에서는 다양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령림과 이령림을 함께 조

성하여 경관의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2-6]. 따라서 경영단위 산

림에서는 숲 가꾸기, 간벌, 벌채 등 각 임분 별로 이루어지는 산림시업에 따른 산림 바이

오매스량의 변화를 비롯하여 토양 및 유기물 탄소의 배출량을 계정해야 하며, 또한 시업 

과정에서 기계 및 차량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배출량도 함께 고려하여 순탄소 흡수량

을 계정해야 한다. 

산림탄소흡수량의 계정

(1) 산림탄소흡수량 계정의 필요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이

그림 2-6 
산림경관의 다양성

산림청 보도자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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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감축한 실적을 배출권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경영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림경영활동에 따른 탄소흡수량 및 

배출량을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산정하고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

가적인 차원에서도 과학적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내 산림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정책대안별 탄소흡수량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가 되고 있다. 

(2) 산림탄소흡수량 계정 범위

산림탄소흡수량의 계정을 위한 범위로는 크게 임분 단위, 산림경영 단위, 국가 단위

로 구분할 수 있다. 임분 단위에서는 어느 한 임분 또는 임분 생태계 내에 저장된 탄소량

과 그 변화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특정 시업에 따른 탄소흡수량 및 저장량 변화를 분

석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반면 산림경영 단위에서는 주로 산림경영지 내에서 이루어지

는 다양한 산림경영활동이 전체적인 탄소흡수량 및 저장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

림탄소흡수를 고려한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

용된다. 따라서 산림경영 단위의 탄소흡수량 계정을 위해서는 산림경영지를 구성하고 있

는 수종, 임분 구조, 입지 등의 경영여건과 경영계획 및 목표, 관련 산림정책 등을 총체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가 단위에서는 자국의 산림분야 감축노력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고 새로운 정책

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탄소흡수량 계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

협상 등 국제기구에 대한 보고 및 협상자료 제공을 위해서도 탄소흡수량의 계정이 필요하

다. 국가 단위의 탄소흡수량 계정에서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임분과 생태계를 고

려해야 하므로 수종, 토양형, 비옥도, 생장율 등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변이들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단위의 산림자원조사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산림자원조사(NFI, National Forest Inventory)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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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계정 모델의 개발 및 이용

산림 생태계 내에 저장된 탄소량을 측정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

구수행을 위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측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많은 국가들이 자

국의 산림에 저장된 탄소량을 국가 산림자원조사를 통해 조사하기를 원하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탄소계정 모델을 이용하여 현재

의 산림탄소축적과 산림정책 및 경영활동에 따른 잠재적 탄소축적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여러 국가의 정부, 대학, 연구소 등에서 산림탄소계정 모델을 개발한 바 있으며, 대

부분 관련 웹사이트에서 프로그램과 사용설명서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개

발된 산림탄소계정 모델들은 입목 생장을 추정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프로세스 모델

(Process model)과 경험적 모델(Empirical model)로 구분된다. 프로세스 모델은 식물

의 광합성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입목의 생장을 추정하는 모델로서 BIOME-

BGC(Running and Gower, 1991)와 3-PG(Landberg and Waring, 1997)가 대표적이

다. 경험적 모델은 생장곡선식과 같이 기존의 산림자원정보를 이용하여 만든 생장 모형들

을 토대로 개발된 모델로서 CBM-CFS3, FORECAST, CO2FIX 등이 대표적이다. 

프로세스 모델은 산림생태계의 탄소흡수량을 매우 정확하게 정밀하게 집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별 또는 월별 데이터가 요구되는 등 데이터 요구량이 매우 높고 Flux 

tower를 설치해야 하는 등 데이터 수집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다. 반면 산림자원정보를 

이용하는 경험적 모델들은 기존의 산림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연교란 및 산림경

영활동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urz et al., 2009). 따라

서 국가 산림자원조사 시스템과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경

험적 모델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고도화된 국가산림자원조사 시스템과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갖

추고 있으므로 경험적 모델의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국립산림과학원

에서 캐나다 탄소계정모델인 CBM-CFS3모델의 국내 적용성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토양탄소량과 잎과 가지 부위의 바이오매스량이 과다하게 추정되는 등 우리나라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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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현재 한국형 산림탄소계정모델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1) 해외 주요 탄소계정모델

① CBM-CFS3

2005년 캐나다 산림청에서 개발한 CBM-CFS3(Carbon Budget Model of the 

Canadian Forest Sector) 모델은 국가단위의 모델로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영단위에

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캐나다 서부의 British columbia 주에서 주로 적용

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캐나다 전역으로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교토의정서 및 IPCC 

지침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계정함으로써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및 기후변화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CBM-CFS3 모델은 산림 바이오매스, 고사유기물, 토양탄소를 계정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자연교란 및 산림경영 시나리오를 토대로 산림의 총 탄소저장량과 흡수량을 예측

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석된 결과는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에 대해서 표나 그래프 형태로 

출력된다		[그림	2-7]. 결과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바이오매스, 고사유기물 및 총 생태계내 탄

소 축적, 일정 산림지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연년 탄소축적 변화량(또는 연간 탄소 

흡수율)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② FORECAST

FORECAST(Welham et al., 2001)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개발한 모

그림 2-7 
CBM-CFS3 모델 

결과 출력화면

국립산림과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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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로서, 벌채와 조림시업들이 산림생태계의 임분 역학 및 탄소 역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림생태계의 생산성을 추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임분 단

위의 분석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대면적의 경영단위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경영단위의 

분석을 위해서는 각 임분에 대한 생장 및 수확 모델과 목재수급 모델이 참조되어야 한다.

FORECAST는 지상부와 

지하부 바이오매스, 고사유

기물, 토양탄소 등을 대상으

로 하며, 그림 2-8과 같은 프

로그램 입력 화면에서 각각의 

탄소 풀에 대한 초기 상태를 

지정하고, 벌채 및 조림 등의 

산림경영활동을 지정한다. 예

측된 결과는 각 탄소 풀 별로 

출력이 가능하며, 5년 혹은 10년 단위로 시계열적인 탄소변화량이 출력된다. 

대부분의 모델들이 주로 탄소계수를 이용하여 바이오매스량으로부터 탄소량을 추정

하는데 반해, FORECAST는 바이오매스 및 유기물 역학을 직접 모형화하여 탄소량을 추

정한다. 즉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조량과 양분량 등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임목 생산성을 

추정하여 탄소량을 계산한다. 따라서 생장곡선이 존재하지 않는 신규조림 시나리오를 적

용하는데 적합한 모델이다. 하지만 주로 임분 단위 탄소축적량의 예측을 위한 모델로 개발

되어 경영단위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임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정해야 하며, 또한 산림생태

계의 임분 역학에 대한 사전지식이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③ CO2FIX

CO2FIX는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을 받아 네덜란드 농무성과 멕시코 국립 과학기술위

원회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모델로서, 가장 최신 버전인 v3.1은 2004년 Wageningen에서 

개발하였다(Schelhaas et al., 2004). 임분 단위의 탄소축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

로 개발되었으나, 임분단위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영단위의 통합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2-8 
FORECAST 

모델 입력화면

국립산림과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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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임분 단위에 대한 산

림조사 자료, 생장 및 수확 

자료, 탄소계수 등을 토대로 

바이오매스와 토양에 저장되

는 탄소축적 및 탄소 풀간 이

동량을 년 단위로 계정한다. 

또한 목재품과 바이오에너지

에 대한 계정 기능과, 산림경

영활동의 비용과 수입, 탄소

배출권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을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④ TimberCAM

TimberCAM(Timber Carbon Accounting Model)는 2004년 호주 온실가스 통

계 연구소(CRCGA, Australian Cooperative Research Centre for Greenhouse 

Accounting)에서 개발한 모델이다. 주로 입목이 벌채되어 목제품으로 가공되고 이용되고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계정하는 모델로서, 다양한 산림벌채 시나리오와 

다양한 목제품 가공 시나리오 하에서 목제품의 탄소 저장 및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

하였다. 입목 벌채작업 과정이나 목재 가공 과정에서의 배출은 고려하지 않고 목제품 자체

의 탄소저장량을 계정 대상으로 한다. 모델의 운영을 위해서는 벌채량, 벌채량 중 목제품

으로 이용되는 양, 

목제품의 용도 및 

폐기 여부 등의 자

료가 필요하며, 분

석 결과는 매립되

는 목재량, 연료로 

사용되는 목재량, 

목제품별 탄소저

장량 등을 1년 단

위로 추정하여 도

표 형식으로 제공

한다	[그림	2-10].

그림 2-9 
CO2FIX 모델 

결과 출력화면

국립산림과학원, 2011

그림 2-10 
TimberCAM 모델 

결과 출력화면

국립산림과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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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적 산지관리의 개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최근까지 

인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원과 환경은 무한한 것으로 믿고 물질적 풍요로움을 추구하여 

왔으며, 이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풍요로움의 추구와 발전은 

인구의 증가와 자원의 고갈, 자연생태계의 훼손과 파괴, 환경오염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최

근에는 지구의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등 범지구적 환경문제를 야기시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도입되었다. 지속가능

한 개발이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념이 산림부문

에 도입되면서 산림이 목재를 비롯해 물, 연료,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다양한 경관 등의 

재화 및 공익적 서비스를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산림을 지속적

으로 관리·경영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개념이 도출되었다(김용웅 등, 1997).

자연친화적 산지관리는 환경친화적 산지개발과 같은 의미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그 근원

을 두고 있다. 자연친화적 산지관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같이 산림의 제기능이 우리 세

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제공되도록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맑은 물, 야생 

동·식물 서식지, 수려한 경관을 제공하는 산지는 후세대를 위하여 철저히 보전해야 하며, 개

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가능한 산지의 경우에도 타용도로 개발할 때는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보전하기 위

해 가능한 산림의 형상 및 수목을 존치시킨다든지 주변의 수목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고, 지형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고 개발해야 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자연친화적 산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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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자연친화적 산지관리란 산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후세대가 영위할 

수 있도록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해야 하며, 개발이 가능한 산지의 경우에도 산지가 가

지고 있는 수원함양, 생태계,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있

도록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지전용 실태

(1) 산지전용 허가 추이

우리 나라의 산지전용 허가 추이를 살펴보면 87년까지 초지 등 농업용으로 많이 허가

되었으며, 그 이후부터는 택지 등 비농업용으로 많이 허가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산지전용

허가 면적을 살펴보면 연평균 농업용이 약 12천ha, 비농업용이 11천ha가 타용도로 전용

허가되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7년부터 산지전용허가 면적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

무현 정부 후반기와 현재 이명박 정부 초기에 산지전용 규제를 완화하였기 때문이다. 대

표적인 산지전용 규제를 완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산이 많은 낙후지역 개발을 활성화하였고, 산지이

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접개발제한 거리를 당초 500m에서 250m로 축소하였으며, 도

시지역·계획관리지역 안의 산지전용 허가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였다. 또한 산지전용 허

가기준 중 산지표고 제한을 5부 능선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인 임

업진흥권역 개발시 대체산림지정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그림 2-11
자연친화적 

산지관리.

산지의 

난개발(원주),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용평)

산지의 난개발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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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별 산지전용 허가 추이

용도별 산지전용 허가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 주요 용도인 초지와 광산으로의 전

용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공장, 택지 등으

로 전용면적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공장 및 택지와 관련된 시기별 부동산 및 주책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 택지개발 촉진법이 재정되고 1989년에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

획을 통해 경기부양 및 택지공영개발을 촉진시켰으며 1992년까지 전용면적이 증가하였

다. 그러나 1993년부터는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자 1995년에 부동산 실명제를 통해 부동

산 투기억제 및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전용 허가면적이 감소하였으며, 1998년 IMF가 발

생하면서 전용 허가면적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IMF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 이

후 분양가 자율화 및 양도소득세 감면, 분양권 전매 허용 등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을 통해 

2005년까지 점차 증가하였고, 2007년 현 정부가 집권하면서 산지전용 규제를 완화하여 

현재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골프장은 1988년 골프대중화 선언으로 인

해 199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골프장 건설 규제로 인하

여 감소하였으나 2004년 이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부양정책을 추진하여 산지

전용 규제를 완화하였고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 전용허가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박영규, 2002).

그림 2-12
산지전용허가  

추이

산림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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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용도별 산지전용 

허가 추이

산지전용에 따른 이산화탄소배출량 산정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은 주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국가보고서에는 국가 온실가스 흡수/배출 현황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의

무를 가진 부속서Ⅰ국가들은 교토의정서 제3.3조에 따라 신규조림, 재조림 및 산림전용에 

따른 인위적인 온실가스 흡수량 및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제3.4조 산림지 

관리, 경작지 관리, 목초지 관리, 식생 복구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또는 배출량은 

선택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부속서Ⅰ국가로서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및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OECD 국가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10위권 국가로서 Post-2012 체제에

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편입시키려는 국제적인 압력과 200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

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부속서Ⅰ국가 수준의 국가 인벤토리 제출을 공표한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 통계를 국제 지침에 기

반하여 준비해야 하며, 1998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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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흡수량 및 배출량 통계는 기본 원칙인 투명성, 정확성, 비교가능성, 완전성, 

일관성 등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신규조림과 재조림의 경우 보수적인 관점에

서 통계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지만, 산림전용에 따른 배출량은 필수적으로 보

고를 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임업통계 및 산림기본통계에서는 ‘산림의 타용도 전용

현황’과 관련된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작지, 초지, 습지, 주거지 및 기타 토지 등의 토지이용 범주로 재분

류하여 산림전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게 된다.

  (1)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 방법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 방법은 그림 2-14와 같이 임목바

이오매스와 토양부분으로 구분하여 산림전용에 따른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다.

  산림전용에 따른 임목바이오매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재 산림기본 통상의 산림

의 타용도 전용현황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통계의 비연속성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산

림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임상별 단위면적(1ha)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후 산림전용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림 2-14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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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매스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림전용에 따른 바이오매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표 

2-1과 같이 산림전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산림전용에 따른 

바이오매스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

년도
면적1)

(ha)

축적(1,000m3)
바이오매스2)

(1,000톤)

바이오매스
탄소톤

(1,000	C톤)

ha당	
탄소
축적량
(C톤/ha)

ha당
CO2축적량
(CO2톤/ha)

산림전용		
면적3)

(ha)

산림전용
배출량
(1,000	
CO2톤)침엽수 활엽수

1990 6,277,759 148,893 99,533 241,339 120,669 19 70.5 5,618 396

1991 6,275,651 151,434 105,863 251,557 125,779 20 73.5 3,819 281

1992 6,289,721 159,053 113,333 267,037 133,518 21 77.8 4,920 383

1993 6,281,057 166,244 117,585 277,961 138,981 22 81.1 3,053 248

1994 6,266,010 173,789 122,017 289,385 144,692 23 84.7 3,219 273

1995 6,255,397 181,896 126,929 301,858 150,929 24 88.5 3,455 306

1996 6,247,120 189,208 134,572 317,338 158,669 25 93.1 4,443 414

1997 6,252,129 198,615 142,210 334,361 167,181 27 98 3,761 369

1998 6,255,503 211,792 151,769 356,708 178,354 29 104.5 3,182 333

1999 6,254,553 225,065 162,694 380,925 190,462 30 111.7 3,960 442

2000 6,262,218 236,194 171,382 400,608 200,304 32 117.3 3,704 434

2001 6,259,794 247,388 180,959 421,510 210,755 34 123.4 4,086 504

2002 6,262,346 258,173 190,283 441,776 220,888 35 129.3 4,784 619

2003 6,255,824 272,229 195,939 459,634 229,817 37 134.7 4,373 589

2004 6,246,229 282,753 206,308 481,082 240,541 39 141.2 4,937 697

2005 6,232,288 293,293 213,084 497,811 248,905 40 146.4 5,402 791

2006 6,224,368 305,275 220,557 516,526 258,263 41 152.1 3,505 533

2007 6,209,839 365,875 258,524 611,401 305,700 49 180.5 4,745 856

2008 6,192,423 388,070 271,050 644,334 322,167 52 190.8 5,539 1,057

2009 6,173,400 412,494 284,334 679,914 339,957 55 201.9 3,167 639

2010 6,164,740 460,522 339,503 788,134 394,068 64 234.4 4,934 1,156

1)   면적(죽림 및 무립목지 제외)

 2)

3) 임업통계, 2011

임상 목재기본밀도 바이오매스확장계수 뿌리함양비

침엽수 0.461 1.251 1.284

활엽수 0.685 1.43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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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토양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

산림전용에 따른 토양탄소는 유기층과 토양으로 구분하여 산림전용 시 배출되는 이산

화탄소의 양을 산출할 수 있다. 유기물층의 탄소 배출량은 산림전용 당해 연도에 모두 배

출되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며, 임상별 유기물층 탄소 배출량은 표 2-2와 같은 식을 이용하

여 영급별로 계산하였다(이경학 등, 2006).

임상 탄소배출량식

침엽수림 Y=0.3958X+3.161

활엽수림 Y=0.2164X+3.0302

*	Y	:	유기물	탄소배출량,	X	:	영급

토양탄소 배출량은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20년동안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표 

2-3과 같은 토양이용범주별로 구분하여 토양탄소 저장량을 구한 후 매년 일정한 양이 감

소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4) 산림전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

산림전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바이오매스 부분과 토양 부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한 결과 표 2-4와 같이 산출되었다. 2010년 현재 바이오매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56천 CO2톤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간 연평균 약 539천 CO2톤 배출된 것

으로 나타났다. 토양탄소는 유기물층에서는 연평균 약 60천 CO2톤, 토양에서 연평균 약 

566천 CO2톤, 배출되어 연평균 총 약 627천 CO2톤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

전용에 따른 단위면적(ha)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으며, 연평균 약 273천 CO2톤/ha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평균	토양	탄소저장량	(Mg	ha-1) 비고

산림지
(영급별)

<	I II III IV V >	VI
NFI5

86 49.7 46.2 65.3 75.7 117.3

경작지 53.2

국내연구자료초지 45

주거지/기타	토지 11.5

표 2-3
토지이용범주별 

평균 토양 

탄소저장

표 2-2 
유기물층 

탄소배출량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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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산림전용의 문제점은 토양 및 임목을 훼손함으로써 산림의 고유기능인 탄

소저장고나 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이 파괴되어 거대한 이산화탄소 방출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림전용을 방지하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산지개발 시 가능

한 산림을 많이 존치시킬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산림의 탄소흡

수 기능을 보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Post-Kyoto 기후변화체제 논의에 있어 핵심 

쟁점사항인 REDD+를 통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년도
전용면적
(ha)

토양(1,000	CO2톤) 바이오매스
CO2	배출량
(1,000	CO2톤)

산림전용		CO2
배출량

(1,000	CO2톤)

ha당	산림전용		
CO2	배출량
(CO2톤2/ha)토양 유기물 합계

1990 5,618	 753.2 80.4	 833.6	 396	 1,229.6 218.9

1991 3,819	 512.0 54.6		 566.6	 	281	 847.6 221.9

1992 4,920	 659.6 70.4		 730.0	 383	 1,113.0 226.2

1993 3,053	 409.3 43.7		 452.9	 248	 700.9 229.6

1994 3,219	 453.0 44.8		 497.8	 273	 770.8 239.5

1995 3,455	 479.7 48.1		 527.7	 306	 833.7 241.3

1996 4,443	 659.1 61.6		 720.6	 414	 1,134.6 255.4

1997 3,761	 507.6 52.7		 560.3	 369	 929.3 247.1

1998 3,182	 361.9 45.3		 407.2	 333	 740.2 232.6

1999 3,960	 493.5 55.6		 549.1	 442	 991.1 250.3

2000 3,704	 473.5 52.5		 526.1	 434	 960.1 259.2

2001 4,086	 511.4 57.7		 569.1	 504	 1,073.1 262.6

2002 4,784	 667.0 67.8		 734.8	 619	 1,353.8 283.0

2003 4,373	 619.6 61.8		 681.4	 589	 1,270.4 290.5

2004 4,937	 701.2 70.4		 771.6	 697	 1,468.6 297.5

2005 5,402	 736.8 79.1		 815.9	 791	 1,606.9 297.5

2006 3,505	 469.9 51.8		 521.7	 533	 1,054.7 300.9

2007 4,745	 605.8 71.0		 676.7	 856	 1,532.7 323.0

2008 5,539	 773.8 82.2		 856.0	 1,057	 1,913.0 345.4

2009 3,167	 411.4 46.9		 458.3	 639 1,097.3 346.5

2010 4,934	 634.7 74.3	 708.9	 1,156 1,864.9 378.0

표 2-4
산림전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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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흡수원 시업기술 개발 필요성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육상생태계 내 유일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산림에 대한 관심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여러 다양한 원인 중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농도의 감축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인 대기 중 CO2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산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육상생태계 지상부 탄소량의 80%, 토양 유기물 탄소량의 40%가 산림

생태계 내에 존재하고, 탄소 고정(Carbon sequestration)과 관련한 기술 개발이 성공하

기 위해 요구되는 3가지 요소(첫째, 효율적이면서 가격 경쟁력 유지, 둘째, 안정적으로 장

기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셋째, 환경적인 안전성 확보)를 산림이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

탄소흡수원 증진 
산림 시업

그림 2-15
산림 내 탄소 

순환

Landsberg and 

Gower, 1997

CO2

CO2

CO2 Radiant	energy

Leaf	photosynthesis
(A)

C-storage

Litterfall

Root	turnover

Soil	respiration
(autotrophic	&
heterotrophic)

Autotrophic
transpiration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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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저장 및 흡수 기능 극대화를 위한 산림경영 및 시업 방안 수립

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산림생태계는 CO2의 ‘흡수원(Carbon sink)’과 ‘배출원(Carbon source)’의 역할을 동

시에 수행하는데, 전자는 광합성에 의한 탄소동화작용을 하면서 대기 중의 CO2를 흡수, 

고정시켜 산림 내 생체량을 증가시키고, 토양 내 탄소 고정량을 늘리거나, 또는 목재로 이

용하여 폐기될 때까지 탄소를 저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후자는 식물체와 토양의 호흡에 의

해, 그리고 산림을 벌채하여 태우거나 방치된 후 분해되면서 저장되어 있던 탄소가 CO2의 

형태로 대기 중에 방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탄소 시업’

은 산림 내에서 행하여지는 다양한 육림작업을 통해 가용한 용재 생산이라는 본연의 목적

에 부합하면서 대기 중의 CO2를 보다 많이 흡수하는 산림으로 가꾸어 나가는 일련의 산림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산림 내 ‘탄소 저장량 증진(Carbon stock maximizing)’

과 ‘탄소 흡수 증진(대기 중 CO2 흡수량 증대)’은 그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순수

하게 산림 내 지상부 탄소 저장량 증진을 위해서는 조림 이후 솎아베기 등의 산림 작업이 

필요 없이 그대로의 임분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Garcia-Gonzalo et 

al., 2006). 하지만, 목재 이용 및 임분 관리 측면과 단위 기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의 대기 

중 CO2 흡수량을 고려할 때에는 산림 내에서 다양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상

부의 탄소 저장 및 흡수뿐만 아니라 지하부인 산림 토양 내에서의 탄소 저장 및 토양 호흡

(Soil respiration)으로부터 기인하는 CO2의 방출도 산림 시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림 시업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산림 탄소시업 기술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산림을 이용한 대기 중 CO2 저감 기술 및 산림 내 탄소고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

를 추진 중이다. 탄소 흡수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묘목의 특성 및 생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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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관한 연구 등 기초적인 양묘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연구들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 감축목표 6% 중 3.9%를 산림분야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지구온난

화 방지 산림흡수원 10개년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목 수확 또는 벌채 방법에 따

른 산림 내 탄소 저장량 변화와 관련한 연구 역시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데, 미국의 North 

central forest experiment station에서는 1997년 활엽수 임분을 대상으로 벌채 강도

가 산림 내 탄소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고(Strong, 1997)하였으며, Missouri 

ozark 시험림 내에서 벌채 방법에 따른 산림 내 탄소 저장량의 변화에 관한 연구(Li et 

al., 2007)도 수행된 바 있다.

산림 생태계에서의 탄소 저장은 대기로부터 실질적으로 CO2를 장기간 탄소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상부에 살아있는 수목(생체량), 임목

으로부터 생산되어 오랫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목재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탄소 저장의 대상이 되는 개체들을 다양하게 선정하는 이유는 광합성량을 증진시켜 

탄소 고정량을 늘리기에는 시간적,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자는 장기간 탄소 저장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말은 곧 산림을 대상으로 지상부 및 지하부에 탄소 고정량을 증진시키는 것은 대용량의 탄

소를 장기간 고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산림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산림 시업’이 탄소 고정 및 흡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

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축적된 자료가 필수적이며, 산림 생태계 내에서 탄소의 고정량을 

증대하는 것은 산림 생태계로부터 발생하는 CO2량을 상쇄하고 남는 CO2를 임내나 목재 

생산물에 저장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삼게 된다. 한편, 산림 내 탄소 고정 및 흡수량 증

진을 위해 요구되는 산림 시업 분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솎아베기

우리나라 숲은 30년생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가꾸어 주어야 할 

단계에 있어 솎아베기는 사업은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필수 작업이다. 이러한 솎아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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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개목의 생육공간을 넓혀 과밀에 따른 임목 개체의 고사율을 낮춤으로써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산림 활력도를 높임으로써 탄소대량 배출을 가져오는 병충해, 풍해, 산불 등

에 대한 내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대경재 생산량이 증가해 탄소를 장기 저장하는 

내구성 목제품 가공이 가능하게 된다.

솎아베기가 연간 탄소 흡수량 및 저장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대상 임분의 

수종 구성, 입목 밀도, 솎아베기 방법 및 강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그 결과도 다양

하게 보고되어 있다(Hoover and Stout, 2007). Chiang 등(2008)은 참나무 임분을 대상

으로 솎아베기가 지상부 탄소 흡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솎아베기는 일시

적으로 지상부 생산량(ANPP) 증가에 영향을 주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양평 낙엽송 인공림을 대상으로 12년 경과 후 솎아베기 강도(대조

구, 약도, 적정, 강도)에 따른 지하부 포함 산림 내 전체 탄소 저장량에 대해 조사한 연구 

결과(Lee et al., 2010)에 의하면 잔존본수 기준으로 20%를 제거한 적정 시험구의 탄소 

저장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황재홍 등(2008)이 광릉 시험림 내 서로 다른 경급 분포와 지위를 가지는 잣나

무 인공림을 대상으로 여러 강도의 솎아베기 시행 후 초기 3년간 지상부 탄소 저장 및 흡

수량 변화에 대해 수행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일하게 흉고 단면적 기준 60%를 벌채한 

조사지 1(34년생)과 조사지 2(45년생) 내에서 연평균 지상부 탄소흡수량(Mg C ha-1 yr-1)

은 조사지 2는 6.5, 조사지 1은 2.3으로 산출되어 조사지 2의 잣나무 임분이 조사지 1

의 잣나무 임분보다 약 3배 가까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조사지 2의 잣나무 임분이 조사지    

그림 2-16
잣나무 솎아베기 

전(좌)과 소나무 

솎아베기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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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잣나무 임분에 비해 경급은 낮지만, 임분 밀도와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지상부 탄소흡수량은 경급보다는 임분 밀도와 지위에 의해 차

이가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지상부 탄소저장 및 흡수량 증대를 위한 임분 관리 

및 시업을 위해서는 이들 두 인자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조

사지 2에서는 연평균 지상부 탄소흡수량(Mg C ha-1 yr-1)이 흉고단면적 기준 60% 제거구

(6.5)가 대조구(5.2)에 비해 약 1.3배 많음을 보고하여 현존하는 탄소 저장량이 적은 솎아

베기 처리구에서의 연간 탄소 흡수량이 오히려 입목 밀도가 높은 대조구에 비해 많음을 보

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 중 CO2의 효율적 저감을 위해서는 솎아베기 등과 같은 적

절한 임분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부터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산림 시업체계 및 생산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

하고 있는데,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산림의 탄소 저장 기능 증진을 위한 시업체계 

개발을 위해 중부지방 소나무, 참나무, 낙엽송, 남부지역 소나무, 편백, 참나무류, 해송, 

그리고 제주도의 삼나무, 편백, 난대 수종을 대상으로 현지 적용 시험지(솎아베기 강도별 

처리)를 조성하였으며, 솎아베기 전후 지상부 탄소 저장량 변화를 3년 주기로 모니터링하

고 있다	[그림	2-17]. 조사 방법은 대조구 포함 솎아베기 강도별 고정 시험구 내 솎아베기 전

후 임분 조사(수고, 흉고직경, 형질급 등)를 실시하고, 흉고직경 측정 부위 위치 표시(고정 

조사) 및 고유 번호 부여 후 흉고직경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지상부 탄소 저장 및 흡수량

을 생체량 추정식을 활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그림 2-17
지상부 탄소 

흡수량 조사를 

위한 솎아베기 

시험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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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숲 가꾸기

산림청에서는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숲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최

근 5년(2006~2010) 동안 총 1,126천ha(연평균 225천ha)의 숲 가꾸기를 실시하였다(산

림청, 2011)	[그림	2-18]. 2단계 숲 가꾸기 5개년 계획(2009~2013)의 4차년도인 2012년에

도 250천ha를 대상으로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 가꾸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 숲 

가꾸기 5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 방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숲 가꾸기 추진, 숲 

가꾸기 산물 수집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숲 가꾸기 설계·감리 품질 향상 및 기술인력 

관리 개선, 그리고 탄소 최적화 경영을 위한 숲 가꾸기 제도 및 시업 체계 마련이다.

숲 가꾸기 산물은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도 활용 가능한데, 숲 가꾸기 산물을 잘 활용

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줌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다 주고 산불 등 재해 예방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숲 가꾸기 

일관시스템 정착으로 산물 수집 및 활용을 확대하고자 숲 가꾸기를 집단화·규모화하고 

산림 바이오매스 원료 공급과 연계하고 있으며, 솎아베기 단계의 임지를 우선 선정하여 숲 

가꾸기 및 산물 수집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작업임도 개설 및 임업 기계화를 병행하여 

산물 수집을 실시하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 2-18
최근 5년간 숲 

가꾸기 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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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흡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업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목재 생산을 위한 시업체계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역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 시업체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목재 생산

을 주목적으로, 그리고 숲 가꾸기 방법에 따른 토양 탄소 저장량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가

운데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대경재 목재 생산을 위한 주요 수종의 장벌기 인공림 시

업체계는 아래 표 2-5, 2-6, 2-7과 같다. 소나무는 어린나무 가꾸기 2회, 가지치기 2회, 

솎아베기 3회, 낙엽송은 어린나무 가꾸기 1회, 가지치기 2회, 솎아베기 3회, 잣나무는 어

린나무 가꾸기 2회, 가지치기 3회, 솎아베기 3회를 실시하는 시업체계이다. 이러한 시업 

내용에서 탄소 흡수 및 저장 기능이 지상부와 지하부 전체를 고려하여 추가로 반영된다면 

기존 시업체계 내용이 일부 수정된 새로운 탄소시업체계(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분 횟수(회) 시기(년)
평균	흉고
직경(㎝)

평균
수고(m)

높이(m) 본수(본)

어린나무
가꾸기

1 8 4 4 - 4,000

2 12 6 7 - 2,500

가지치기
1 18 13 10 4 350

2 30 21 14 6 350

솎아베기

1 18 13 10 - 1,200

2 30 21 14 - 600

3 50 33 19 - 350

구			분 횟수(회) 시기(년)
평균	흉고
직경(㎝)

평균
수고(m)

높이(m) 본수(본)

어린나무	가꾸기 1 8 8 8 - 2,000

가지치기
1 8 8 8 3 350

2 15 13 13 6 350

솎아베기

1 15 13 13 - 1,300

2 25 19 18 - 700

3 40 24 22 - 350

표 2-5
소나무 대경재의 

시업체제  

(식재본수 5,000본 

/ha 기준, 목표 

수확기 80년, 목표 

흉고 직경 40㎝)

표 2-6
낙엽송 대경재의 

시업체제 

(식재본수 3,000본 

/ha 기준, 목표 

수확기 70년, 목표 

흉고 직경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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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령림 갱신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 내 탄소 저장량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소동화에 

적합하지 않은 임분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 층의 수관과 여러 종이 혼효되어 

있는 대경목을 포함하는 임분이 일반적으로 탄소동화 작용의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탄소는 오래된 성숙림에 많이 저장되어 있지만, 이러한 임분의 경우 연간 순수

하게 동화되는 탄소의 양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반면에 생장이 빠른 유령 단계

에 있는 임분은 전체 탄소량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탄소동화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따라

서, 벌기령 이상의 노령 임분을 대상으로 한 갱신 작업은 적기에 수행되어야 하며, 벌기령

에 도달하지 않은 임분일지라도 생장이 둔화되거나 불량한 임분의 경우에는 수종 갱신을 

포함하여 임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시업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갱신 작업

을 진행할 때에는 ‘벌채’라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데, 이 때 벌채량을 조절하는 것

도 또 다른 탄소 시업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시간과 공간적인 요소를 두

루 살펴야만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즉, 벌채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단기간에는 대기로 

방출되는 CO2의 양을 줄일 수 있지만, 반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상부 생체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지속적인 벌채 작업이 벌채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는 경우도 있다.

표 2-7
잣나무 대경재의 

시업체제 

(식재본수 3,000본 

/ ha 기준, 목표 

수확기 90년, 목표 

흉고 직경 45㎝)

구			분 횟수(회) 시기(년)
평균	흉고
직경(㎝)

평균
수고(m)

높이(m) 본수(본)

어린나무
가꾸기

1 10 4 3.5 - 2,000

2 15 8 6 - 1,500

가지치기

1 15 8 6 3 250

2 20 12 8 4 250

3 25 16 10 6 250

솎아베기

1 25 16 10 - 800

2 35 21 16 - 400

3 60 30 21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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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 내 지하부 토양 탄소 저장

지구 전체 토양은 약 1,395~1,636 GtC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지구 전체 육지 면적 (1.481×1014㎡)으로 나누면 약 10~20kgC/㎡가 된다. 이 양의 

10%는 20년간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CO2 양에 상응하며 식생, 또는 대기 중에 존

재하는 탄소양의 2배~3배에 해당한다. 지하부로의 탄소 축적은 산림생태계 내 총 생산량

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에 관한 연구는 온실가스인 CO2로부터 야기되는 기후

변화에 의한 산림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양한 산림 시업이 산림 내 토양 탄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일부 산림 선진

국들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진척되었지만 국내의 경우는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

았으며, 일부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할지라도 대부분 단기간에 진행된 실험 결과에 따른 

보고들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각각 독립된 임분 단위에서 이루어진 단기간의 영향과 관련

한 내용이 많아서, 정확하게 각 시업에 따른 토양 내 탄소 축적량의 변화를 정량화하기 어

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시업들이 토양 내 탄소 축적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은 크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기 중 CO2 저감을 위한 임업 경영을 위해서는 이들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만 한다.

2009년부터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산림 시업체계 및 생산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하

면서 지상부뿐만 아니라 산림 시업에 따른 지하부 탄소 저장량 동태를 구명하고자 중부 및 

남부지방 소나무, 참나무류 및 중북부 지역 낙엽송 및 해송 임분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임

분 특성 및 입지별 산림 시업에 따른 토양 탄소 저장능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19]. 토

그림 2-19
토양 특성 

조사를 위한 

현지 조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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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탄소(토양 유기물 함량)를 비롯한 토양 특성 조사와 병행하여 고사목 및 낙엽층 바이오

매스, 석력 함량 등을 동시에 조사하여 지상부와의 연계성 및 산림 시업에 따른 토양 탄소 

저장능의 연계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산림 내 탄소 저장 및 흡수 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아래 산림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요구된다.

● 산림 내 호흡 및 유기물 분해로부터 야기되는 CO2 방출량 감축

● 벌채 부산물 이용 증진 및 벌채·수확 작업에 의한 임내 교란 최소화

● 벌채, 산림 내 작업 및 목재 운송 등의 과정에서 방출되는 온실 가스 감축

●   벌채, 수확 후 NEP(Net Ecosystem Productivity)를 극대화하기 위한 산림 시업

기술 개발 (NEP = NPP - Soil respiration)

● 탄소 경영 기술의 효율성 제고

● 산림 내 양분 순환을 고려한 경영 기법

● 솎아베기와 솎아베기 부산물의 이용

● 최적 윤벌기 선정

● 탄소 흡수 기능이 우수한 수종 및 유전형 선택

● 산림 생물공학을 이용한 탄소 흡수 우수 품종 및 개체 선발·증식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우리나라는 CO2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외

부로부터 상당한 압력이 부가될 것이 예상되는 바, 산업적, 학문적인 다양한 연구와 실천 

방안 도출이 시급한데,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지만 탄소 흡수원 확충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대두되었기에 기후변화 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산

림부문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업체계 및 생산시스템 개발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탄소고정의 기능들은 산림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

면 보다 그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산림에 대한 소유 형태, 면적, 임상, 기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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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임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축적되어야 하며,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임분 

형태를 고려하여 국내의 현실에 적합한 탄소 고정기능 극대화를 위한 장기적 ‘임업경영 모

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때 임분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제초제와 살충제의 살포, 시비 및 

임지 정리 등과 같은 부수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목재의 벌채 및 수

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임외로 방출되거나, 부산물에 의해 토양내로 유입되고, 

토양의 교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반영하여 임분의 탄소수지를 고려한 목

재벌채 및 수확프로그램의 보완 및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여러 온실 가스 중 CO2와 관련해서 이를 고정시키는 장소로 산림을 가장 유력

한 장소로 인식하는 가운데, 산림의 고유기능인 목재 생산과 생태계 보전 이외에도 새로

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림에 대한 탄소 순환 및 저장과 관련한 기본 연구가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탄소 고정은 탄소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

부터라도 체계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연구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현장에서의 실험적 연구

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 목재 생산이라는 산림의 고유기능을 

충족시키면서, 탄소 저장원으로서의 산림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산림과학 기술

력은 확보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연구는 대부분 단편적으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종합적

인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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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은 기후변화 협약에서 인정한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다. 기후변화 협약에서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는 과정

에서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하면서 부터이다. 2001년 11월 모로코에서 개최된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마라케쉬 합의문에 의하면 탄소배출권을 인정하는 산림경

영에 대해 「지속가능한 산림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게 할 목적으로 임지

를 관리·이용하기 위한 시업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립산림과학원, 2005).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극도로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고자 

1973년부터 1987년까지 제 1, 2차 치산녹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68만ha의 

황폐지를 복구하고 216만 ha의 면적에 나무를 심어 녹화사업을 완료하였다. 이 사업의 성

공으로 인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녹화를 완성

한 대표적인 나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이처럼 녹화에 성공하여 산림이 국토 면적의 64%

에 달하지만 2009년 현재 목재자급율은 11.9%에 불과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합판, 단판 

등 산업자재로 쓰이는 대경재의 대부분은 외재에 의존하고 있다. 2050년의 원목으로 환산

한 총 목제품 수요량은 약 8,084만m3로 전망되고 있는데 목재자원 보유국들의 원목수출 

규제 등 자원자국 주의 강화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송비 증가로 인해 향후 외재에 의한 목

재공급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목재자급율이 낮은 우리나라는 탄소흡수원 확충과 경제림 육성 문제가 연계되어 있어 국

산재 생산을 늘리고 목재를 기반으로 한 산주들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목재자급률 향상과 탄소흡수원 확충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탄소흡수 우수품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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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협약 체제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정책 수립 및 청정기술 개발과 탄소흡수원 조성을 추

진하고 있다(산림청, 2007). 이 중 조림을 통한 탄소흡수원 조성은 청정기술 개발 분야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며 실패할 가능성이 적고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 가장 유망한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이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조림사업은 목질계 바이오매스 자원의 생산도 함께 고려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경재 생산 위주의 장벌기 임업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개념의 

임분 조성이 요구되는데 이의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이오순환림이다. 바이오순환림

과 같은 단벌기 임업 대상 수종들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경제적으로 최대의 바이오매스

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생장이 빠른 수종을 이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온대지

역에서 바이오매스 생산에 이용되는 수종으로는 오리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유카

리나무, 포플러류, 버드나무류, 백합나무, 양버즘나무, 테다소나무 등이 있다(Britt and 

Garstang, 2002).

국내에서는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업에 주로 백합나무, 포플러류, 리기테다소나무를 

활용하고 있는데 수종 선정도 중요하지만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업의 목적을 소기에 달성

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종의 유전적 개량을 통해 단위면적 당 바이오매스 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절에서는 탄소흡수 우수품종 개발을 위해 

수행된 주요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백합나무

백합나무(Liriodendron tulipifera)는 Yellow poplar, Tulip tree 등으로 불리며 미

국 동부지역 전역에 분포하는 수종으로 생장이 빠르고 수고 24∼36m, 흉고직경 60∼

150cm에 달하는 대경목으로 자라며 목재는 가구재, 내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원산지에서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활엽수로 평가되고 있다(Beck and Lino, 1981).

백합나무의 분포지역은 뉴잉글랜드 남부로부터 뉴욕과 온타리오 남부 미시시피 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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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걸프 해안과 플로리다 중앙을 거쳐 미시간 호수 해안까지 자생하고 있다		[그림	2-20]. 

가끔 나타나는 집단은 미주리 동부쪽으로 미시시피 서부, 알칸사스와 루이지애나 인접지

역에 나타난다. 특별하게 흔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켄터키와 테네시 그리고 애팔래치안 남

부지역이다. 백합나무 순림은 애팔래치안 산맥 남부지역에서 나타난다. 백합나무가 가장 

왕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지역은 오하이오주 산맥의 계곡과 켄터키, 테네시, 노스캐롤라이

나 산맥의 경사지와 버지니아 서부지방이다. 자료에 의하면 백합나무 전체 목재 생산량의 

75%가 애팔래치안 산맥과 인접한 산록지대에서 생산되고 있다(국립산림과학원, 2008).

우리나라에 백합나무는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1925년과 1929년으로 소량의 종자가 

도입되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자료가 소실되어 식재 후의 생육상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수령 40∼50년생에 달하는 백합나무들은 산발적으로 도입되

었거나 기존에 도입되어 생육하는 나무로부터 종자를 채취하여 공원수 등으로 식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국립산림과학원, 2008).

백합나무를 경제조림 수종 개발 목적으로 도입하여 적응성 검정을 실시한 것은 1970

∼1973년의 일로 전북 완주, 경기 광릉, 강원 춘천 등 6개소에 조성되었다		[그림	2-21,	2-22,	

2-23,	2-24]. 검정림 조성에 사용한 종자산지는 미국 인디아나산과 국내산(완주, 안성)으로 

보고되었다. 국내산은 기 조성되어 있던 백합나무 임분에서 종자를 채취한 것인데 원산지

는 명확하지 않다. 이후 40여년에 걸쳐서 백합나무의 생장특성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졌

그림 2-20 
백합나무의 

천연분포지

http://

en.wikipedia.org/ 

wiki/Image:Lirtuli-

JPEG

Liriodendron tulipif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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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좌)

강원 춘천 시험림

그림 2-22 (우)

경기 광릉 시험림

그림 2-23 (좌)

전북 완주 시험림

그림 2-24 (우)

전남 강진 시험림

표 2-8
백합나무의 

지역별 입지별 

생장

지역별 면적
(ha) 수령 본수

/ha
국소
지형

평균
ha당	재적
(㎥)

재적생장율(%)

수고
(m)

흉고	직경
(㎝)

재적
(㎥) 단목 ha

평균 626

평균 17.7 26.0 0.5278

330 100 100
우량 19.3 31.5 0.7643

보통 17.8 25.8 0.4952

불량 16.1 20.8 0.3239

경기
안양 0.5 30 580

평균	 14.9 26.2 0.4365

253 83 77
우량 17.9 32.8 0.7559

보통 13.7 24.8 0.3307

불량 13.0 20.9 0.2229

경기
광릉 0.5 28 508

평균 12.9 18.3 0.2102

107 40 32
우량 17.0 23.6 0.3716

보통 13.0 20.9 0.2229

불량 8.7 10.3 0.0362

전북
임실 0.3 31 941

평균 16.0 26.3 0.5105

480 97 145
우량 18.8 37.1 1.0157

보통 16.0 22.9 0.3293

불량 13.3 18.9 0.1865

전북
완주

1.7 28 758

평균 23.3 27.1 0.6795

515 129 156
우량 22.4 30.6 0.8232
보통 24.4 27.6 0.7295
불량 23.0 23.2 0.4859

강원
춘천(Ⅰ)

0.6 30 441

평균	 18.6 27.7 0.5711

252 108 76
우량 19.5 31.5 0.7594
보통 18.2 27.9 0.5561
불량 18.2 23.6 0.3979

강원
춘천(Ⅱ)

1.6 28 533

평균	 20.6 30.6 0.7590

405 144 123
우량 20.0 33.1 0.8601
보통 21.7 30.7 0.8027
불량 20.1 27.9 0.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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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6개소에서의 생장을 보면 28∼31년생에서의 평균수고, 흉고직경, ha당 재적생장이 

원산지의 중위입지(지위지수 35)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백합나무가 우리나라의 기후풍

토에 잘 적응하는 수종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8].

전북 완주의 소양시험림에서 30년생의 생장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백합나무는 잣

나무, 낙엽송 등 타 조림수종보다 입지적응력이 높고 우수한 생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림	2-25], 경기 화성의 어천시험림에서 백합나무와 리기다소나무, 현사시, 사시나무의 

사면위치에 따른 생장유형 조사 결과, 백합나무가 타 수종에 비해 사면위치에 따른 생장량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6].

주요 조림수종의 재적생장량을 비교한 결과, 임분수확표 상 30년생(지위지수 중)에서 

백합나무의 ha 당 재적생장량은 378.7m3으로 소나무(강원) 보다 1.3배, 상수리나무 보다 

2.7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7]. 또한 IPCC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저장량 변화에 

따른 탄소축적량 변화 측정법에 의하여 주요 조림수종의 탄소흡수량을 추정한 결과(지위

지수 중, 35년 기준), 백합나무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평균 15.4CO2톤/ha/yr로 소

나무, 잣나무 등 주요 조림수종 보다 1.2~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5 (좌)

수종별 생장비교

그림 2-26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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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좌)

주요 수종의 

재적생장 비교

그림 2-28 (우)

수종별 연간 CO2 

흡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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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수성이 인정되어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 변경을 통해 백합나무

가 주요 조림수종에 포함됐으며,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에서는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업의 주 수종으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6만ha의 조림이 추진되고 있다.

탄소흡수량과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우수한 백합나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채택한 

육종계획은 그림 2-29와 같다. 기존의 선발육종 방법은 수형목을 선발하여 채종원을 조

성한 후 개량종자를 생산하여 보급하는 체계로 개량종자가 생산되기까지 15∼20년이 소

요된다. 이에 비해 백합나무 육종을 위해 도입한 육종계획은 전통육종 방식에 생물공학적 

방법을 접목한 것으로 임업 선진국에서 클론임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품종개

발 기간을 10년 내외로 단축할 수 있다(Park, 2010).

상기 육종계획에 따라 백합나무의 유전적 개량을 위해 전국에서 30본의 우량개체를 

선발하였으며 선발개체 간 인공교배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생산된 종자의 미숙배로부터 

생물공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체세포배를 대량복제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림	2-30,	2-31]. 

이렇게 개발된 체세포배 Cell line을 일부는 초저온저장 방법에 의해 보관하고 일부는 묘

목을 생산하여 야외생장 시험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생장우수 클론이 선발되면 이를 대

량증식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그림 2-29
백합나무 

육종계획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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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육성된 백합나무 우량품종은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여 얻은 개량효과(35%)와 

선발개체 간 인공교배를 통한 Hybrid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배조직을 체세포

배로 대량복제하면 개량효과가 유실되지 않고 다음 대에 전해지므로 바이오매스 생산성 

및 탄소흡수량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연평균재적생장량(m3/ha/yr, 35년기준)은 

현행 11.7에서 18.0으로 35%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CO2 흡수량 (CO2톤/ha/yr)

은 현행 15.4에서 23.9로 50%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플러 

포플러는 다양한 환경 조건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생장이 우수하여 탄소흡수원으

로서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포플러의 육종학적 특성 -종간·종내 교배의 용이

성, 짧은 세대(6∼10년), 삽목을 통한 무성번식 가능성 및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이 완료된 

생명공학 기술의 모델 수종- 은 포플러 육종이 임업적 가치와 더불어 학문적 가치에 가지

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 에너지국(U.S. Department of energy)에서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임목, 

그림 2-30 (좌)

백합나무 

인공교배 과정

그림 2-31 (우)

체세포배 유도 

및 유묘 생산

그림 2-32 (좌)

백합나무 연평균 

재적 생장량 

개량효과

그림 2-33 (우)

백합나무 연간 

CO2 흡수량 

개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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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플러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육상생태계 내 탄소흡수를 위

한 포플러 게놈 프로젝트(Poplar genome based research for carbon sequestration in 

terrestrial ecosystems)」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

림 생태계 내에서 생물학적 탄소 흡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임목의 선발, 육종 및 관리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과학적 이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일차적인 목표는 임목 내의 바이오매스 

분포와 그 구성 성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임목의 탄소 흡수 능력과 관련하여 기본적

인 유전적·분자적 제어 기작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미국황철나

무(Populus trichocarpa Torr. & Gray)와 미루나무(P.deltoides Bartram ex Marsh.)

를 이용한 QTL mapping에서 광합성 능력과 임목 내 탄소 분포가 유전적 제어를 받고 있

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 흡수 증진을 위해 Marker-aided selection 등

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Wullschleger et al., 2005).

포플러 육종의 목표 또한 다변화되고 있다. 목재칩, 펄프재 및 합판재 등으로 사용되

어 온 포플러는 최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목재펠

릿, 바이오에탄올 등의 원료 물질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포플러 육종의 기본 목

적이 생장이 빠르고, 병해충에 저항성을 가지면서, 셀룰로스/헤미셀룰로스 함량을 최대로 

하면서, 동시에 바이오에너지 원료로서 생산 사이클과 경제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한 예로, 미국의 포플러 용재 생산업체인 Green wood resources사는 포플러 개량을 위

해 우선적으로 바이오에너지로서의 생화학적 전환에 있어 필요한 특징들(목재 비중, 리그닌 

함량, 리그닌 구성성분 비율 및 글루코스와 자이로스의 함량)을 규정하였다. 그 후, 포플러 

교잡육종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선발 클론을 이용한 교잡육종이 바이오에너지의 특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우수한 교잡 변이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환경에

서 야외 검정을 실시하여 유전적 적응성의 범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림	2-34].

그림 2-34

교잡육종된 

포플러의 포지 

검정

www.greenwoodre 

-sour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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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포플러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국립산림과학원, 2006). 이것은 크게 

이태리포플러의 도입육종, 현사시와 수원포플러 및 양황철나무 등의 교잡육종과 사시나무

의 선발육종으로 나눌 수 있다. 포플러류 중 국내에서 도입육종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가 

이태리포플러이다. 이태리포플러는 1954년 이래로 세계 각국에서 330여 품종이 도입되었

으며, 대대적인 인공교배를 실시하여 220여 조합에 이르는 절간, 속간, 품종간 잡종을 얻

었다. 이들 중 내병성 클론인 이태리포플러 1호(Eco28)나 I-476 등의 생장이 우수하며, 

이들 클론은 수변림 조성이나 바이오매스 생산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림	2-35].

교잡육종의 사례로는 현사시나무, 양황철나무 및 수원포플러 등이 있다 (국립산림과

학, 2006). 현사시나무는 1950년대 국내에 도입되어 토착화된 은백양(P.alba L.)과 자생

종인 수원사시나무(P.glandulosa)를 교잡하여 육성하였으며, 1970년대 치산녹화 기간에 

대량으로 보급되었다. 맹아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단벌기 바이오매스 생산용 포플러로 적

당하다. 양황철나무나 수원포플러는 포플러의 조림 적지를 다양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양황철나무는 양버들(P.nigra L.)과 황철나무(P.maximowiczii A.Henry)의 교잡종이며, 

수원포플러는 물황철나무(P.koreana Rehder)와 양버들나무(P.nigra var. italica)의 교

잡종으로, 적지에 심겨질 경우 이태리포플러나 현사시나무보다 생장이 1.4∼2배 정도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6].

그림 2-35
이태리포플러 

1호(좌)와 

수변지역 

검정(우)

그림 2-36
우리나라 

교잡육종의 사례

현사시나무(좌), 

양황철나무(중), 

수원포플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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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육종의 예로는 사시나무(P.davidiana Dode)를 들 수 있다	[그림	2-37]. 포플러의 

일반적인 조림적지가 하천변이나 평지인 것과 달리 사시나무는 산지에서 자랄 수 있는 포

플러로, 1980년대 후반 산지용 포플러를 개발하기 위해 사시나무의 우량개체 선발을 시작

하였다. 일차적으로 사시나무 선발목의 생장형태 및 경제적 특성의 변이를 구명하고, 사시

나무 집단별 생장변이를 보고하였다. 이어 사시나무 천연임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여 생리적 벌기령을 32년, 조기 선발수령을 6년으로 추정하였다 (노의래 등, 1990). 또한 

전형매 차대 2년생의 QTL mapping을 실시하여 뿌리 생장과 관련된 4개의 마커를 개발

하였다 (김용율 등, 2004)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증진 기술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 및 고유가 대응 목질바이오매스 활용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장이 

빠른 임목을 이용한 에너지 작물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개발

이 완료된 포플러 품종을 이용한 단벌기 바이오매스 생산 연구가 진행 중이다. 단벌기 바이

오매스 생산이란 포플러 등 속성수를 고밀도로 식재하고 1∼5년의 주기로 수확하여 바이오

매스를 생산해 내는 것을 말한다. 단벌기 임업에 이용되는 수종은 태양에너지와 양료를 이

용하고 저장하는데 효과적이어야 하며,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것이어야 한다.

단벌기 바이오매스 연구는 다양한 입지 조건(유휴지, 수변지 및 간척지)에서 최대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품종의 선택과 효과적인 재배관리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38].

그림 2-37
사시나무 

전시림(좌)과 

생장 전경(우) 

(경북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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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유휴지를 이용한 단벌기 바이오매스 생산 연구에서 1년 벌기령의 경우 7∼

11 odt/ha/year, 2년 벌기령의 경우 5∼8 odt/ha/year, 3년 벌기령의 경우 6∼12 odt/

ha/year의 바이오매스 생산량을 나타내었다. 수종별로는 1년 벌기령의 경우 현사시나무

의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많았으나, 2년 혹은 3년 벌기령의 경우에는 수원포플러의 바이오

매스 생산량이 많았다	[표	2-9].

간척지나 수변지의 입지 환경은 유휴지와 그것과 다르며, 단벌기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적정 클론의 종류가 다르다. 이들 입지에서의 바이오매스 생산량은 유휴지에서의 그

것에 비해 다소 적지만, 한계토지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탄소흡수 증진에 기여하는 바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이들 입지에서 미루나무 교잡종(97-18, 

97-19클론)의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가장 많았고 수변지에서는 현사시나무와 이태리포플

러, 간척지에서는 이태리포플러류의 생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사시나무는 간척지

에서 염해를 받아 생장이 불량한 반면, 유휴지에서는 생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유휴지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9].

그림 2-38
단벌기 

바이오매스 

생산림 : 

유휴지(좌)와 

간척지(우)

수종 클론
벌기당	바이오매스	생산량	(odt/ha/yr)

	1년	벌기령 	2년	벌기령 	3년	벌기령

현사시나무 Clivus 6~10 21(연간	10톤) 45(연간	15톤)

	이태리포플러 Eco28 6~7 10(연간	5톤) 22(연간	11톤)

미루나무	교잡종 97-18 7~10 13(연간	6.5톤) 30(연간	10톤)

표 2-9
수종별, 벌기령별 

바이오매스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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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탄소흡수원으로서 포플러의 육종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외국에서도 포플러

의 종간교잡과 무성번식의 용이성을 이용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Riemenschneider et al., 2001), 중국에서는 생장이 우수한 도입 포플러

의 토착화와 더불어 새로운 품종의 개발로 황하강과 양쯔강 주변에 식재할 포플러 품종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Li et al., 2005).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에 개발된 포플러 품종의 조림과 바이오매스 생산 연구를 계속적

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동시에 탄소흡수원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육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포플러 육종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미래환경 적응 가능 수목의 육성 및 개발 

미래 지구의 환경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대기 온도가 상

승할 것이며, 오존을 비롯한 각종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림 2-39
입지별, 클론별 

바이오매스 

생산량

가)	수변지

나)	간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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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 280ppm에서 380ppm으로 30% 이상 

증가하였고, 21세기말에는 525~950ppm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기 중 이

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지구 온실 효과를 가속화시켜 식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며, 식물들은 각종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될 것이다. 그러나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식물의 

적응은 매우 느리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식물 생장에 다양한 형질들이 관련되기 때문이며, 

미래 환경에 적응 가능한 수목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한다. 즉, 지금보다 높은 대기 

온도 하에서 자라는 수목은 생장에 방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각종 스트레

스에 견디는 내성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소

를 고정하는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생물이 살아가야할 지구의 대기 조건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완충 재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 환경 적응 가

능한 수목의 육성 방향은 우수한 탄소 흡수 능력의 보유와 변화된 환경에 대한 내성 능력

을 가진 수종 또는 개체의 선발이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온도 변화 및 스트레스 내성과 관련된 많

은 연구 결과들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환경 변화에 따른 식물의 반응은 지역에 따라 또는 

수종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수종을 대상으

로 얻은 결과를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없다. 즉,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현상은 다른 지역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의 수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후 환

경 변화에 맞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미래 환경에 대한 수목의 적응 반응을 예

측하기 위해서는 지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래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연륜연대학 분야의 접근 기술은 

과거의 기록을 분석하여 수목의 미래 환경에 대한 적응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들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변화된 환경 하에서 수목의 실질적인 반응들을 조사하

여 새로운 수종을 육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래 환경에 대한 수목의 반응을 조사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미래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그 환경 안에서 수목을 식재하여 실제로 나타나는 반응을 조사하는 

것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장점

은 결과를 얻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다양한 분야의 반응을 단기간에 얻어 곧 바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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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위와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에서 조사한 

수목의 반응들을 정리한 것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수목의 반응들

온도나 수분과는 달리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구에 대

한 지역 제한이 많다. 특히 유전형을 고려한 수목 선발의 경우, 기후와 토양이 다른 지역

에서 얻은 결과를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후대에 

맞는 수목 개발을 위해서는 국내 환경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2-10은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연구된 결과들을 정리한 것

이다. 이 결과에서 보면, CO2의 경우, 농도가 증가하면 생장이 증가하고, 기공전도도가 

감소하며, 수분이용효율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엽 면적이 증가하면서 

바람에 대한 저항이 높아지고, 목재 품질이 감소하며, 영양 상태가 불균형해지는 부정적

인 효과도 함께 나타난다. 한편 온도가 증가하면, 수목의 생장 기간은 더 길어져 생산 잠

재력은 증가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화가 지연되어 갑작스런 서리에 의해 피해 가능성

이 높아지며, 해충의 번식이 증가하고, 외래 해충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져 피해가 증가

할 수도 있다.

항목 효과 유해	영향

CO2	

●	생장	증가
●	기공전도도	감소
●	수분이용효율	증가

●	엽	면적	증가에	따른	바람	저항	증가
●	지표	식생에	대한	영향	가능성
●	목재	품질	감소
●	영양	불균형	가능성

온도

●	생장	기간	연장
●	생산	잠재력	증가
●	겨울	동해	위험성	감소
●	설해	감소
●	이용	가능한	수종	증가

●	경화	지연
●	봄,	가을의	서리피해	가능성	증가
●	생장기간	증가로	겨울철	토양	수분	재보충	기간	감소
●	겨울철	해충	사망율	감소
●	해충의	번식	증가와	발달,	외래	해충	확산	가능성

강수

●	엽	병원체의	세력	감소 ●	겨울철	침수로	인한	산림작업	시	접근	제한
●	수목	안정성	감소
●	건조에	대한	감수성	증가로	뿌리	고사
●	토양	병원균	증가
●	여름철	건조에	의한	고사	발생

표 2-10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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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증가에 대한 수목의 광합성 반응

현재 대기의 CO2 농도에서 500~1000ppm의 정도까지 CO2의 대기 농도가 증가하

면 식물의 광합성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광합성 속도의 증가는 엽록체내로 기질인 

CO2의 공급이 증가되고, 광호흡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CO2 농도가 증가할 경우, 수목의 생장과 광합성 

속도는 노출 초기단계에서 측정한 값이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노출 후 측정한 값보다 더 

크다. 이것은 광합성 순화 현상 때문이다.

CO2 농도 증가에 따른 반응 실험에서 자주 나타나는 광합성 순화는 일반적으로 광합

성 속도의 증가 수준이 감소하는 것을 말하며, 탄소고정효율(Vc, max)과 탄소 고정에 직

접 관여하는 단백질인 루비스코(Rubisco) 함량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광합성 

감소는 잎 내 질소 함량 감소와 비구조탄수화물 함량 증가에 의해서 일어나며, 루비스코 

함량과 활성 감소는 광합성 잠재력의 손실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높은 CO2 농도에서 생장이 증가됨에 따라 토양 내에 이용 가능한 질

소가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즉, 광합성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질소가 잎을 생산

하는데 사용되어, 토양 내 질소가 부족하게 되며, 결국 광합성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엽육 세포내 설탕 함량이 증가하면서 루비스코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는 것이다. 

즉, 잎에 당이 축적된다는 것은 대사에 사용되는 당보다 더 많은 탄소가 고정되었다는 것

을 의미하며, 결국 더 이상 탄소의 고정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그림 2-40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광합성 속도의 증가와 순화 반응을 보여 주

고 있다. 소나무와 상수리나

무 모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광합성 

속도는 증가하지만, 소나무

는 500ppm 이상의 CO2 농

도에서 더 이상에서 광합성 

속도가 증가하지 않으며, 상

수리나무의 경우, 500ppm

광
합
성 

속
도

그림 2-40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광합성 속도의 

증가와 순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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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광합성 속도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1000ppm 이상에서는 더 이상 광합성 속도

의 증가를 볼 수 없는 순화 반응이 나타난다. 

기후변화에 대한 수목의 적응 연구 방법

다른 기후변화 관련 환경요인과 달리 기체 형태의 이산화탄소 연구는 농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특수한 시설이 요구된다. 특히 키가 큰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연

구에서는 시설의 규모가 문제가 된다. 수목을 대상으로 한 이산화탄소 연구에 사용된 대표

적인 방법에는 생장상(또는 Whole tree chamber), 상부개방형 온실(OTC, Open Top 

Chamber)과 FACE 시스템(Free Air CO2 Enrichment system) 등이 있다	[표	2-11]. 현재

까지는 FACE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인 시설로 알려져 있지만, 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한다

면, 상부개방형 온실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대안으로 추천된다. 표 2-11은 각 시스템

들에 대한 특징들을 보여준다. 

상부개방형 온실(OTC, Open Top Chamber)은 자연 상태에 가장 근접한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연구 대상 식물을 플라스틱 필름으로 둘러싸고, 측면에서 가스를 주입하여 지

붕으로 배출하면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온실을 말한다	[그림	2-41]. 그러나 생장이 왕성

한 산림생태계 안에서는 이용하기 힘들어 늪 또는 목초지대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보통 직

경 5m, 높이 4~7m의 크기로 제작되었으나, 이 크기는 수목을 대상으로 연구하기에는 작

은 규모이다. 따라서 수목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규모의 온실이 필요하다.

표 2-11
수목에서 

이용되는 CO2 

연구 방법

연구	방법 특	징 단	점

●	생장상
(	Growth	chamber,	
Walk-in-chamber)	

●	CO2	연구	초기	많이	사용
●	모든	환경요인이	조절	가능
●			다양한	요인과의	상호	작용	
연구	가능

●			소면적의	수종에	제한됨
●			장기	연구	부적합

●	상부	개방형	온실
(Open	top	chamber)

●				CO2	연구에	가장	널리	
사용됨

●				FACE	시스템	비해	저비용,	
설비	간편

●			챔버	외부와	온도	차이	발생	(1~3℃	
상승)

●			FACE	시스템보다	과대치
●			상당량의	CO2	소요
●			장기	연구	부적합

●	FACE	systems

●			산림생태연구에서	기후변화	
관련하여	가장	적합

●			장기간	연구에	적합

●				엄청난	설비	및	유지비용으로	
국제공동연구	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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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의 3은 국립산림과학원의 기후변화 연구시설인 상부 개방형 온실이다. 이 

시설은 외국의 OTC 챔버에 비해 상부개방율을 높여 최대한 자연 상태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가스 조절 온실이며, 

FACE(Free Air CO2 Enrichment)의 가스 분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내부 가스 환경을 균

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 시설은 지구온난화의 주요인인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가 산림생태계와 수목에 미

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온실가스 증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생태계의 변화를 예측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지 고산식물의 적응 기작을 이해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소나무를 비롯한 우리나라 온대지역의 산림을 구성하는 주

요 수종을 대상으로 모의 생태계를 조성하였으며, 매년 생장 변화 및 생리 변화들을 모니

터링하고 있다. 즉, 최근에 예측되는 미래 환경 하에서 광합성, 생장, 대사 등의 생리생태

적 변화, 효소와 호르몬 등의 생리화학적 변화와 기공의 수, 표피 세포변화 등의 형태학적 

변화들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모의 생태계 내에서 토양과 수분 등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과 서로 다른 수종 사이의 경쟁관계들이 조사되는데 이 모든 자료들은 새로운 탄소흡수원

과 미래 환경에 대한 내성 산림유전자원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그림 2-41
기후변화 관련 

연구 시설들

3.	상부개방형	온실	(Open	top	chamber)

1.	생장상

4.	FACE	시스템	(미국	Aspen	FACE)

2.	Walk-in-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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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설에 적용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2007년 보고서에 포함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50년과 100년 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적용하여 조절하고 있다. 그림 2-43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

가된 환경에 식재된 소나무의 1년 후와 2년 후 근원경과 수고 생장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에서 소나무의 생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토양 양분의 추가 공급이 없고, 생장 증가로 인한 토양 양분의 이용이 증가할 경우, 이와 

같은 제한된 환경 조건 안에서 생장 증가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멈출 것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림 2-42
국립산림 

과학원의 상부 

개방형 온실 

(OTC, Open-

Top-Chamber)

CO2	가스	제어	감시	시스템

OTC	온실	외부	전경

기상	및	토양	데이터	수집	장치

OTC	온실	내부	전경

연
도
별 

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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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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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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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OTC안에 

식재된 소나무의 

근원경(상)과 

수고(하)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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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구환경이 스스로의 회복력을 넘는 속도로 나빠짐에 따라 재생가능한 자원과 

에너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이 인류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 산림은 국토 보전

과 수원 함양, 자연재해 방지, 공중보건, 임산물 공급 등의 다양한 기능을 통하여 국민 생

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에 조성된 산림자원이 이용가능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들 자원을 이용하는 

임업생산 활동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

하는 실정이다. 국산재의 수요를 확대하여 산림이 가지는 순환시스템을 체계화해 나가면 

임업과 임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구환경의 보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목재는 단열성과 흡습성, 자외선 흡수, 충격 완화 등 재료로써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

으며, 제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고 장기간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데 최적의 재료이다. 목재는 재생가능한 자원으로서 연료를 사용하여도 대기 중에 이

산화탄소의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다. 목재이용 촉진은 쾌적한 생

활공간 조성과 이산화탄소의 배출 억제, 탄소저장 기능의 증대를 도모하여 기후변화 대응

과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공헌하게 된다.

목재의 친환경성과 인체친화성

(1) 목재의 이산화탄소 저장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목재 내에 

목재 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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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킨다. 목재의 주요 성분중 탄소가 차지하는 무게는 목재 전건무게의 약 50%를 차

지한다. 목재의 비중을 0.5로 가정할 때 목재 1㎥에 약 250㎏의 탄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

이다.

나무에 탄소가 저장되는 양은 생장활동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생장이 활발한 어린 

나무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하지만, 나이가 들어 생장이 둔화된 나무는 이산

화탄소의 흡수가 줄어든다. 산림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벌채기에 도달한 나무를 수확하여 오래 쓰는 용도에 목재를 이용하고, 그 자리에 어린 나

무를 심어 이산화탄소를 왕성하게 흡수하는 탄소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 필요하다.

(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재이용

‘환경보호를 위해 나무를 베면 안 된다’라는 주장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판단에서 나온 결론이다. 급속한 인구증가는 생활에 필요

한 원자재의 수요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철이나 시멘트, 플라스틱 등의 원자재를 생산할 

때에 비해 목재를 생산할 때 소요되는 에너지는 현저하게 적다. 이들 에너지 집약적인 재

료를 목재로 대체하면 제조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 차이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

게 되어 기후변화대응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림 3-1
목재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개념도

	(이산화탄소)	 	 (물)

 6CO2  + 6H2O
	 (포도당)	 	 (산소)

 C6H12O6  + 6O2

탄소의	덩어리
탄소	:	약	50%
수소	:	약	6%
산소	:	약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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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제품의 수명이다. 제조 에너지가 절반이더라도 제품 수명

이 짧다면 투입되는 총 에너지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고려대장경이나 봉정사 극락전 등

의 목조문화재를 통해서도 사용중인 목재를 적절한 조건에서 관리한다면 자연적 분해가 거

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용되고 있는 제품의 

수명은 재료의 물리적 내구 연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경우에 

목재나 철, 콘크리트 등의 내구 연수는 각각 다르지만 지역 환경이나 생활방식의 변화와 같

은 사회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개축 소요연수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새롭

게 만들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나무에 고정된 탄소는 목재 내부에 저장되어 있다가 최종 폐기단계에서 열이나 생물

에 의해 분해되면서 대기 중으로 다시 돌아간다. 도시화된 공간 속에서 목재를 최대한 오

래 사용함으로써 산림의 이산화탄소 저장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 사용 후에 폐기되는 목

재는 재사용되거나 보드류로 재활용되며, 마지막 단계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장점이 

있다. 한번 사용한 화석연료는 다시 회복시키기 어렵지만 목재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산림에서 재생산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의해 에너지원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산림면적은 줄어드는 현실에서, 화석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산림의 탄소순환시스템으로서 기능을 유지·확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

은 합리적인 목재 이용의 확대라고 하겠다.

그림 3-2
도시 속에서 

숲의 역할을 

하는 목조건축

목조주택은
이산화탄소의	통조림

목조주택은
도시	속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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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재의 전과정평가

목재의 친환경성은 전과정평가(LCA)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전과정평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개념으로써, 어떤 시스템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료를 채취하는 단계부터 

제조, 사용, 재활용 단계를 거쳐 다시 지구로 되돌아가기까지 전과정 동안 제품 제조 또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배출물과 에너지 사용을 조사하여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는 도구이다. 원료의 채취로부터 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에 따라서 제품 생산까지만 평가하기도 한다.

전과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목재는 재생가능한 천연자원으로서, 나무는 생장 중에 이

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고, 목재의 가공에 최소한의 에너지만 소모되며, 목재 폐재는 목

질재료와 종이, 연료용으로 재활용되며, 자연상태에서 생분해되기 때문에 지구환경 보전

에 도움이 되는 재료로 입증되고 있다.

일본 우드마일즈연구회(2008) 건축물을 시공할 때 목조와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

조), 철근콘크리트조(RC조), 철골조(S조) 등 구조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사한 결

과는 다음 표와 같다.

그림 3-3
전과정평가의 

개념도 

국립산림과학원, 

2011

자원(물질, 에너지)

환경부담(대기/수계/고형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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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목조와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조), 철근콘크리트조(RC

조), 철골조(S조)에 따라 주택1동(연면적 125m2)을 건축시 주요재료인 목재와 강재, 콘크

리트의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다음과 같다. 목조주택은 26,851.59kg-CO2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하여 RC조는 3.46배, S조는 2.41배, SRC조는 4.07배의 이산

화탄소를 배출하여 목조주택이 재료의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가장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국내에서 시공되는 평균적인 규모의 그린 목조주택 99㎡(30

평)에 대한 전과정평가(LCA) 결과, 그린 목조주택은 동일한 규모의 콘크리트 주택에 비하여 

대체효과 약 30톤, 저장효과 약 2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기후변화대응에 목재장기이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었다(국립산림과학원, 2009).

재		료
제조시	소비에너지 제조시	CO2	방출량

비		율
MJ/t MJ/m3 kg-CO2/t kg-CO2/m3

천연건조재
(비중	0.5)

1,451 725 109.34 54.67 1.0

인공건조재
(비중	0.5)

6,272 3,136 726.85 363.43 6.6

인공건조방부처리재
(비중	0.5)

8,853 4,426 989.49 494.74 9.0

합		판
(비중	0.5)

12,580 6,910 1,037.67 572.00 10.5

파티클보드
(비중	0.65)

16,320 10,610 1,265.00 821.33 15.0

강		재 35,000 266,000 2,566.00 19,506.67 356.8

강재	(재생)	 25,000 191,500 1,848.00 14,043.33 256.9

알루미늄 435,000 1,100,000 31,900.00 80,666.67 1475.5

알루미늄	(재생) 228,500 577,500 16,756.67 42,350.00 774.7

콘크리트 2,000 4,800 183.33 440.00 8.0

표 3-1
각종 재료 

제조에 소요되는 

소비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재료	구분 목조 RC조 S조 SRC조 평균

목재 10,611.87 1,006.30 411.67 914.82 4,253.90

강재 3,876.49 37,472.72 41,672.25 54,916.91 27,781.50

콘크리트 12,363.23 54,436.97 22,742.06 53,361.70 27,569.21

합계 26,851.59 92,915.98 64,825.98 109,193.43 59,604.61

비율 1.00 3.46 2.41 4.07 2.22

(단위:	kg-CO2)

표 3-2
구조별 

주택시공에 

필요한 주요재료 

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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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재와 건강

산림에서 수확된 목재는 인류에게 유익한 선물을 준다. 목재는 인간에게 잘 어울리는 

재료로 인체와 주거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목재는 부드럽고, 따스하고, 평안한 

느낌을 준다. 이는 목재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며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밝혀지고 있

다. 현대생활에 있어서 환경과 인체친화적 재료인 목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곳에 목재가 설치된 공간은 물론 신체에 접촉하는 부위에도 목

재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사실은 목재가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반영

하는 것으로 이는 인체의 감각특성인 시각과 청각, 신체감각 특성에 대한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목재의 시각적 특성으로서 유해 자외선을 흡수하여 눈을 보호한다. 직사광선을 직접 

받는 것 보다 일단 목재에 반사된 빛을 보면 눈이 피곤하지 않다. 이 때 목재 표면에 있는 

작은 요철이 빛을 분산시켜 줌과 동시에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적외

선은 잘 반사되어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목재의 청각적 특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악기를 목재로 만든다. 이는 목재가 고음

과 중음, 저음을 균형 있게 흡수하여 좋은 잔향음을 남기기 때문이다. 소리가 듣기 좋고 

부드럽게 들리도록 콘서트홀 등에도 목재가 사용된다. 주택에서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이

러한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보행은 유산소 운동의 하나로 체중을 조절하고, 혈당을 낮추고, 엔도르핀을 생산하여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 목재는 탄력

이 있어 걸을 때 발목이나 관절이 받는 충격을 적절하게 완화시켜 준다. 목재는 관 모양의 

유연한 목재세포로 구성된 특징으로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리석에 비해 2~3

배의 충격 흡수 능력을 갖고 있다.

목조주택에 사는 사람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목재가 

온습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습도가 높을 때에는 공기 중의 수분을 빨아들이

고 반대로 낮을 때에는 수분을 방출하여 적당한 습도를 유지시켜 준다. 목재의 조습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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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보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이나 건조한 겨울철에 더욱 발휘되며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

도록 한다. 주거환경에서 끈적거리거나 바삭거리는 불쾌감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목재를 

인테리어로 사용해볼 가치가 있다.

우리는 항상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다. 바람소리도 빗소리도 없는 세계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며 심리적으로 견딜 수 없게 된다. 소음이 있으면 사람의 기분이 안정되지만 

그것도 정도의 문제로 큰 소음을 듣게 되면 한동안 멍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목재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콘크리트는 생활소음을 반사하므로 소리

가 울리고 음의 전달이 명확하지 않다.

데시벨(dB)은 음의 크기이며 음의 성분인 높이의 단위는 헤르츠(Hz)로 나타낸다. 의

학적으로 초고음의 영역인 20~30kHz의 소리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이다. 이러한 

소리는 마음으로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는 뇌파에서 8~13Hz로 변화되며 알파(α)파

가 발생하게 된다. 사람이 폭포 밑에 서면 폭포의 물소리에 아무 것도 들을 수 없다. 그러

나 정신이 맑아지며 곧 기분이 좋아진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은 이러한 소리를 알파(α)

파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밀폐된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 공간의 콘크리트 벽은 인간의 정서

에 필요한 초고음역의 소리를 차단하지만 목조주택에서는 초고음역의 소리가 들리므로 정

신이 맑아지고 밝은 사고와 부드러운 심성을 유지할 수 있다.

목재 인테리어는 목재에 함유된 정유성분으로 인하여 곰팡이나 집먼지진드기의 발생

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곰팡이 발생의 원인은 다습한 환경에 있으므로 쾌적한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목재로 실내의 습도를 조절해 준다면 곰팡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특히 집먼지진드기는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매우 나쁜 해충이다. 알레르기나 아토

피피부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푸르름과 생명력이 넘실대는 산림 속으로 들어서면 상쾌한 공기가 가득하고 조금만 

걷고 있어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산림욕 효

과를 주는 산림향의 정체는 바로 수목 자신이 주위의 미생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

산하는 일종의 휘발성 항생물질인 피톤치드(Phytoncide)이다. 목재는 피톤치드를 발산하

여 주거공간 내에서 항상 산림욕의 효과를 누리는 주거환경을 제공한다(산림청,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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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건축재료 이용

(1) 건축재료로서의 목재

목조건축의 기본 요소는 구조부재인 목재이다. 목재는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최상

의 건축재료로서 매력적이고 이상적인 건축재료이다. 두께 2cm, 폭 2cm 목재의 압축강도

는 승용차 1대를 거뜬히 떠받칠 수 있다. 건축재료로서 목재의 미세구조를 살펴보면, 목재

를 구성하는 주요 화학성분인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그리고 리그닌으로 나뉜다. 목

재를 흔히 사용되는 건축재료인 철근콘크리트로 비유하여 설명한다면, 셀룰로오스는 철근

으로, 헤미셀룰로오스는 자갈로, 리그닌은 시멘트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목재세

포는 관상의 긴 세포가 다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상구조는 강한 구조내력을 보유

할 수 있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세계 최고층 건축물의 하나인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

윈타워(높이 452m) 등 대부분의 초고층 건축에서 응용되는 관상구조는 자연소재인 우수

한 목재의 구조를 본뜬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조재는 기둥과 보, 스터드와 장선, 서까래, 트러스 등 골조를 이루는데 사용된다. 

구조용 목질판재는 전형적으로 골조에 접합하는 덮개로 사용되어 건축물을 에워싸며 주요 

구조부재로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적 기능을 가진다. 목조주택 시공에 사용되는 구조재와 

목질판재는 구조설계기준과 내구성, 소방안전, 에너지 효율 등 건축법의 규정에 합당한 것

을 사용하므로써, 주택의 경제성과 구조적 완전성을 제공한다(산림청, 2007).

수종군 수		종

낙엽송류
낙엽송,	더글라스퍼,	북미	낙엽송,	북양	낙엽송
비중이	0.50	이상인	수종

소나무류
소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북미	솔송나무,	북미	전나무
비중이	0.45	이상	,	0.50	미만인	수종

잣나무류
잣나무,	가문비나무,	북미	가문비나무,	북양	가문비나무,	북양	적송,	라디에타	
소나무,	S-P-F,	비중이	0.40	이상,	0.45	미만인	수종

삼나무류
삼나무,	전나무,	북미	삼나무
비중이	0.35	이상	,	0.40	미만인	수종

표 3-3
침엽수 구조재의  

수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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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조용 목재

침엽수 구조재는 건축구조기준 제8장 및 KS F 3020,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침엽수 구

조용 제재규격의 수종과 등급, 치수 규정에 따라 제조된다. 규격 구조재(1종 구조재)는 두

께 38-89mm의 목재를 말하며, 주로 경골 목조주택을 짓는데 사용된다. 이보다 두꺼운 

치수의 구조재를 큰 구조재라 하며 흔히 기둥-보 구조 등의 기둥(3종 구조재)이나 보(2종 

구조재)로 사용된다. 침엽수 구조재의 수종은 4개의 수종군으로 구분되며, 각 수종군의 등

급별 허용응력이 규정된다. 구조재의 허용응력 크기에 따라 수종별, 재종별 1급, 2급, 3급

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구조성능의 신뢰성이 높은 재료가 필요한 용도에는 기계등급

구조재를 사용한다. 규격 구조재보다 두께가 얇은 판재는 비구조용 목재로서 덮개와 외벽

널, 마루판, 몰딩용 등으로 사용된다.

일반용도로 사용되는 제재목은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재규격의 규정에 따라 제조되

며, 재종은 판재류와 각재류로 대별되어 사용된다. 방부처리목재는 균과 흰개미 등 해충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압상태에서 방부약제로 처리된 목재를 말하며, 사용환경과 용도에 따

라 적합하게 방부처리된 목재를 사용한다

공학목재는 목재자원 절감과 중소경재 이용이 가능하고 구조성능에 대한 신뢰성이 높

아 큰 경간의 건축물에 쉽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학목

재로는 구조용 집성재와 기계등급구조재, 구조용 합판, 오에스비(OSB), 패럴램(PSL), 목

재Ⅰ장선, 구조용 단판적층재(LVL), 경골 목조트러스 등을 들 수 있다.

구조용 집성재는 기계등급 구분한 층재를 접착하여 제조한다. 구조용 집성재는 구조

재에 비하여 허용응력과 강성이 크며, 치수안정성이 크고 치수 및 형태의 유연성이 크다.

그림 3-4 (좌)

기계등급구조재

그림 3-5 (우)

보로 사용되는 

구조용 집성재

캐나다 목재위원회 

목구조설계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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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용 집성재는 기둥과 보, 헤더와 보, 기둥, 중목구조 트러

스로 사용된다. 구조용 집성재는 구조재와 내장재 기능을 동시에 

가진 건축미를 살리기에 탁월한 건축재료이다. 경간이 큰 대공간 

건축물에 적합하고 직선과 곡선 등 건축물의 형태에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규를 준수하면서 건축가의 예술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목재Ⅰ장선은 치수안정성이 크고, 강하며, 가볍고, 구조성능

이 높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경골 목조트러스는 목조주택의 

지붕구조에서 서까래나 장선 대신에 흔히 사용된다. 목조트러스의 

경간은 일반적으로 20m까지 사용하는데 더 큰 경간으로도 제조할 

수 있다.

②  구조용 목재의 수축과 수분관리

벌채한 원목을 바로 제재하면 목재 세포가 많은 양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목재가 무겁다. 생재 목재를 건조하면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나비와 두께가 수축하는 반면, 

길이 방향의 수축은 매우 적다. 목재는 건조 중 함수율이 감소하면서 불규칙한 수축에 의

하여 틀어짐과 할렬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는 적절한 방법으

로 적정한 함수율까지 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규격 구조재의 함수율은 19%이하로 건조하

여야 한다. 최고 함수율이 19%가 되면 평균 함수율은 15% 정도의 함수율을 유지한다. 이 

수준에서 이미 대부분의 수축이 발생한 상태이며 주택 실내의 평형 함수율인 약12% 정도

에 도달할 때까지 내어 놓는 수분은 적은 양에 불과하다. 벽체와 지붕의 공간에서 결로와 

수분유입을 막기 위하여 외부에서 비바람으로 들이치는 빗물과 기후조건에 따라 실내에 

발생하는 수증기를 차단하는 내구계획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구조용 목질판재

구조용 합판과 오에스비는 목조주택의 바닥과 벽체, 지붕 덮개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그림 3-6
경골 목조트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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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용 목질판재이다. 목질판재는 접합부

를 통하여 하중을 주요 구조부재로 전달하

고 구조요소에 강성을 부여한다. 목질판재

는 구조요소의 외피를 이루며, 외장 마감

재를 부착하는 기반이 된다.

(2) 목조건축의 접합기술

목조건축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는 목

재 구조부재를 서로 연결하는 접합부이다. 목조건축은 구조부재를 서로 접합하여 구조물 

전체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접합부는 적절한 구조설계를 통하여 필요한 구조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목조건축의 접합을 크게 나누면, 짜맞춤접합과 철물접

합, 접착제를 사용한 접착이 있다. 현대의 접합기술은 건축물이 시공상 쉽고 안전하게, 그

리고 아름다우면서 신뢰성 있는 접합부를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① 짜맞춤 접합

짜맞춤 접합은 철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음과 맞춤을 사용하며, ‘지압저항’과 ‘전단저

항’에 의하여 하중을 전달한다. 완성된 접합부의 외관은 원래의 부재 형태와 조화를 이루

며, 간결한 아름다움이 있고, 일종의 예술품으로 고려될 수 있다. 가공이 복잡하고 높은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최근 기계 프리커트 방식에 의한 부재로 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

② 철물 접합

목조건축에서 접합철물은 하중을 전달하고 분배하며 구조요소가 연직하중은 물론 지

진과 바람 등 특수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성능을 부여한다. 목조건축에서 못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철물이다. 못과 볼트는 구조요소를 연결하여 골조를 형성하고 골조에 덮개를 접

합하고 구조요소에 내외장 마감재를 부착하는데 사용된다.

골조용 철물과 앵커는 여러 종류와 치수의 경량 게이지 아연도 강판으로 제조되며, 

목재-목재 또는 목재-콘크리트, 벽돌의 접합에 사용된다. 전단 플레이트와 스프리트 링, 

그림 3-7
경복궁 근정전 

기둥-보 구조의 

맞춤 접합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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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그스크류 등은 중목구조에 사용되며, 트러스 플레이트는 목조트러스 제조에 사용된다. 

최근 중목구조에 삽입형 철물을 사용하여 목구조 접합부의 미관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발

달되고 있다.

③ 접착기술

접착제는 일반적으로 기본 골조공사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지 않았지만, 구조용 조립

요소에 강도와 강성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접착제는 유연성과 강도, 

접착력, 적용의 용이성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온돌마루판과 여

러 유형의 마감공사나, 바닥 덮개를 장선에 못이나 나사못으로 접합할 때 접착제를 사용하

면 바닥의 강성을 향상시키고 삐걱거림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목조건축 개관

목조건축은 산림 속에 자라는 나무로부터 생산되어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담는 그릇

이며 사람들과 어우러진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웰빙의 추세가 일

반화되면서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림 3-9
국립수목원의 

생물표본관 

(기둥-보 구조 

건축물)

그림 3-8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철물

못 전단 플레이트 트러스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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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물은 하중을 지지하는 뼈대가 목재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목조건축물

의 뼈대를 이루는 방법에 따라 기둥-보 구조와 경골 목구조, 통나무 구조 등의 구조형식

으로 구분된다.

기둥-보 구조 건축물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통 목조건축과 일본재래공법 건

축, 구조용 집성재 건축, 유럽과 북미에서 지어지는 중목구조 등을 포함한다. 경골 목구조 

건축물은 1830년대에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며, 초기에 1·2층 스터드를 통재로 하는 벌룬 

구조로 지어지다가 구조용 합판이 개발되던 1950년대부터 플렛폼 구조로 지어지고 있다. 

통나무 구조 건축물은 강원도와 지리산 등 산간지역에서 지어지던 귀틀집을 비롯하여 유

럽과 북미, 일본 등지에서 지어지고 있으며 수공식과 기계가공 방법 등 여러 가지의 통나

무 구조 형식이 있다.

건축구조기준에 의거 목조건축은 규모면에서 지붕높이 18m 이하, 6,000제곱미터(스

프링클러 설치시) 이하의 목조 공동주택뿐 아니라 대규모 상업용 목조건축물과 기타 다양

한 용도의 건축물로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웰빙시대에 국민의 친환경 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힘입어 목조건축의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 전통 목조건축

우리민족의 건축관은 자연순응과 풍수를 포함한 정신적 유산과 건축물이 들어서는 방

향 등을 존중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로부터 독자적인 목조건축 문화를 보유하고 

그림 3-10 (좌)

경골 목구조 

건축물의 

골조공사

캐나다우드.

목조주택 

시공가이드

그림 3-11 (우)

봉정사 극락전의 

가구도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



목재 이용 촉진			I			97

있다. 비록 소실되었으나 황룡사터에서 발굴된 세계 최대의 치미(높이 186cm)와 여러 기

록으로 당시의 거대한 규모를 엿볼 수 있는 황룡사 9층 목탑이나, 우리 건축기술자의 지도

하에 일본에 지어진 세계 最古의 목조건축이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법륭사 

5층탑(670년경)은 삼국시대 목조건축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목조건축으로는 12세기경에 지어진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목조건축인 경

상북도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12세기경; 고구려 건축 양식을 이어 받음)과 경상북도 영주

의 부석사 무량수전(13세기경; 주심포계의 전형), 충청남도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1308

년; 백제 건축의 조형 의식을 이어받은 고전양식의 대표작)을 비롯한 고려시대의 문화재

와 조상의 얼과 혼이 담겨있는 조선시대의 종묘와 궁궐이 있다.

이중 다수의 목조건축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있어 우리나

라 문화재중에서 목조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하겠다.

그림 3-12 (좌)

황룡사 구층탑의 

복원 모형

그림 3-13 (우)

일본 법륭사의 

오층탑

그림 3-14 (좌)

수덕사 대웅전

그림 3-15 (우)

부석사 무량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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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 목조건축의 변화와 흐름

① 목조주택

1960년대 후반부터 도시인구 집중화에 의해 동반되는 땅값 상승과 산림자원의 부족

에 따른 목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건축물인 아파트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한옥을 비롯한 목조건축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경제 여건이 호전되던 1980년대 후반

부터 서구식 통나무집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경골 목조주택은 1990년대 초반부터 대

도시 근교와 전원주택 단지에 지어지게 되었으며 최근 온돌과 실내 공간배치가 우리 주거 

양식에 맞게 바뀌었다.

경골 목조주택은 기본골조에 규격 구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구조형식이다. 경골 

목조주택은 단독주택과 펜션, 단지형 주택으로도 인기를 더해가고 있으며 최근 공동주택

으로 시공되기 시작하고 있다.

②) 대형 목조건축

그림 3-16 (좌)

전형적인 전통 

한옥

그림 3-17 (우)

국산재 경골 

목조주택

그림 3-18
구조용 집성재 

건축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온양	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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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목조건축 뿐 아니라 구조용 집성재를 이용한 교회와 전시관, 예식장 등 대규

모 건축에도 목조건축이 호평을 받고 있다. 다중시설인 대규모 체육관과 학교 교실 등 교

육시설, 대규모 롤라코스터를 비롯한 놀이시설, 고속도로 교량에 이르기까지 목구조로 시

공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가격이 비싸더라도 한옥 또는 기계 프리커트 방식의 기둥과 보를 사용한 기둥-

보 구조 건축물에 관심을 두는 이들도 증가하는 추세로 실로 다양한 우리 정서에 알맞은 

목조건축의 개발로 이어질 때 목조건축 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19 (좌)

캐나다 4층 

목조공동주택

그림 3-20 (우)

캐나다 

UBC대학교 4층 

건축물

그림 3-21 (좌)

국립산림과학원 

테스트하우스            

(프리커트방식의 

기둥-보 구조)

그림 3-22 (우)

일본 미야자키현 

고노하나돔

(삼나무 집성재 

건축물)

그림 3-23 (좌)

구조용 집성재 

교량(울릉도)

그림 3-24 (우)

수영장(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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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조건축의 지진과 화재안전성

① 목조건축의 내진성능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에 노출된 목조건축물의 지진피해 조사 결과에 의하면, 

0.6g 이상 최대가속도에 노출되었던 대부분의 목조건축물은 지진에 의한 구조적 피해나 붕

괴가 없었으며, 사망 등 인명피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목조건축물의 우

수한 내진성능을 입증하였다. 지진에 노출된 현대식 목조건축물은 육안적인 피해도 발견되

지 않았으나, 횡방향 가새의 부족, 연약 1층구조이나, 기초와의 접합 불량으로 인한 미끄러

짐 발생 등에 한하여 부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건축법에 

의하여 세심한 내진설계에 의한 시공이 필요하다(Rainer et al., 2008).

② 목조건축의 화재안전성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북미, 유럽, 일본 등에서 경골 목조주택은 두께 38mm 또는 유

사한 치수의 구조재에 석고보드를 붙여서 내화성능을 향상시킨 내화구조를 사용하며, 경

골 목조주택에서는 석고보드를 비롯한 건축재료의 선택과 조합을 통하여 30분에서 2시간

의 내화성능을 충족시킨다. 큰 구조재나 구조용 집성재 구조를 사용한 중목구조는 필요한 

내화성능을 확보하도록 큰 치수의 목재를 사용하여 목재 자체의 화재에 대한 저항력으로 

건축에 필요한 내화성능을 충족하는 구조로서, 내화설계한 중목구조는 대규모 목조건축 

또는 다중시설로도 시공된다.

그림 3-25 (좌)

알래스카지진 

(1964) 피해에도 

건재한 목조주택

그림 3-26 (우)

연약1층 구조의 

붕괴 (샌퍼난도 

지진, 1971)

그림 3-27 (좌)

목구조 바닥의 

내화성능시험 

장면

그림 3-28 (우)

7층 목조 공동 

주택 (미국 

시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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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 그린 프로젝트

     국립산림과학원은 2006년 산림과학원 구내에 낙엽송 구조용 집성재 프리커트 부

재로 테스트하우스를 준공한데 이어, 2008년 산림생산기술연구소에 낙엽송 건조 소재로 

그린 목조주택을 축조실연하였다. 2011년 산림유전자원부에 잣나무 소재와 구조용 집

성재로, 난대산림연구소에 제주 삼나무 소재와 구조용 집성재로 그린 목조주택을 실연

하였다. 그린은 전통과 크다는 의미의 ‘’과 녹색과 그리워함, 채움을 뜻하는 ‘그린’의 

합성어로서 전통 목조기술을 현대화하여 상용화를 목표로 한 브랜드 이름을 말한다. 이에 

대한 실천 전략으로 목조건축 그린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목조주택 그린의 

컨셉과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조건축 부재로서 국산재의 고부가가치 용도를 창출하기 위해, 기둥과 보, 서

까래, 내외장재, 데크 등에 국산재를 사용한다.

둘째, 전통건축의 기술과 문화를 계승한다. 전통치수에 충실한 기둥-보를 건조하거

나 집성재로 제조하여, 기둥과 보가 보이도록 설계·시공하여 전통의 멋을 되살린다.

셋째, 정밀가공한 프리커트 부재를 현장 조립하여 골조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

써 목조건축의 가격경쟁력과 품질을 높인다. 이는 전통공법에서 30일 이상 소요되어 목수 

인건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면서도, 품질이 저하되는 공정을 개선한 결과이다.

넷째, 정부의 녹색건축물과 한옥 보급정책을 선도한다. 주요 구조부재로 목재를 사용

하며, 벽판재와 황토패널, 한지 등의 친환경 내장재를 사용한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건축으로서 태양광발전과 펠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고, 페시브와 액티브 설계 

기술을 반영할 수 있다.

목조건축 그린의 건축원가와 품질 경쟁력을 높이면서, 녹색건축물로서 국가 탄소

배출권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시근교의 단지형 주택 또는 타운하우스, 탄

소순환마을 등에 보급하는 노력을 경주하며, 관공서와 학교 등 대형 공공건축물로서 전통

문화와 현대기술이 융합된 살아 숨쉬는 목조건축 그린을 산업화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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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산림과학원의 테스트하우스(2006)

국립산림과학원의 테스트하우스는 21세기 우리 국민의 사회 경제 문화적, 기후적 생

활여건과 민족적 정서에 부합하며, 친환경 건축재료인 목재를 공장에서 가공하여 현장에

서 조립하는 프리커트 방식의 기둥-보 구조로 개발하여 국립산림과학원 구내에 국내 최초

로 축조 실연한 목조건축의 사례이다.

테스트하우스는 기계 프리커트 방식의 국산 낙엽송 구조용 집성재로 된 기둥-보 구

조를 2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완성하였다. 이는 전통방식 목조건축물의 주요 골조공사가 

30일 이상 소요되던 것에 비교하여 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고 건축비 절감과 건축물의 품

질향상도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 구내에 2층, 연면적 234제곱미터의 규모로 지어진 테스트하우스는 따

뜻한 분위기의 천연 목재와 황토, 숯몰타르 등의 친환경 내장재를 사용하였다. 또 이상적인 

난방방식인 온돌과 태양열 급탕설비도 갖추었다. 목조 공동주택에서 요구되는 차음성과 에

너지효율, 내구성 등의 연구와 한국형 목조건축 고유모델의 개발에도 활용하고 있다.

(2) 산림생산기술연구소의 목조건축 그린(2008)

전통한옥을 현대화하여 국산재를 고부가가치 용도에 대량 이용하기 위하여, 전통 치

수의 낙엽송 대단면 부재를 사용한 가둥-보 구조의 그린 목조주택을 축조 실현하였다. 

목조건축의 공기단축을 위하여 공장에서 미리 정밀 가공한 건조부재를 시공현장에서 조립

하는 공업화 건축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대단면 건축부재는 고온저습처리 건조기술을 적

용하여 10일만에 건조하여 프리커트 가공한 부재를 사용하여 전통공법으로 30일 이상 소

그림 3-29
테스트하우스 

전경과 실내 

(국립산림과학원 

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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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던 주요 골조공사를 하루 만에 완공하였다. 공기단축에 따른 원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주택의 품질과 구조성능의 향상도 가능하였다.

(3) 산림유전자원부의 테스트하우스(2011)

공업화 목조주택 테스트하우스를 통하여 우리나라 목조건축 문화의 전통을 살리고, 

경제성을 갖춘 실용적인 현대식 목조주택으로 시공하였다. 잣나무재를 목조건축 구조부재

로 활용하는 사례를 만들어 우리나라 중부 지방에 광범위하게 조림된 잣나무를 건축부재

로서 수요가 대량으로 창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테스트하우스를 시공하였다.

한식 지붕구조를 적용하고, 실내외 마감과 창호 등의 한국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기

둥과 보 부재로 각각 광릉산 잣나무 건조재와 구조용 집성재를 사용하고, 세로티나 벚나무

를 내장재로 활용하였다.

(4) 난대산림연구소의 테스트하우스(2011)

제주산 삼나무 대단면 건조재를 기둥부재로, 구조용 집성재를 통재기둥과 보 부재로 

사용하였다.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청정 제주에 잘 어울리는 목조주택을 시공하

여 제주 경관과 관광 휴양지 명성에 걸맞는 목조주택의 문화를 형성하고, 온난 습윤한 제

주에 조습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난 삼나무 목조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전략이 숨어있다. 난

대산림연구소의 테스트하우스는 목조주택에 제주산 삼나무가 사용된 첫 번째 사례로서 의

의가 깊다. 삼나무 적지 제주에서 삼나무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함을 실증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0 (좌)

산기연 목조건축 

그린

그림 3-31 (우)

산림유전자원부 

테스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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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목조건축

우리나라의 목조건축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비주거용 목조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수

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산재를 비롯한 목재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건

축부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거용 목조건축물에 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대형 목조건축

물의 구조요소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건축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목조건축 선진국에서는 대형 비주거용 기둥-보 구조 목조건축이 이미 실용화되어 있

다. 이 분야에서 목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혁신적인 공학목재 개발로부터 접합부

의 개선, 환경친화성 구명, 구조물의 안전성 기준 개발, 새로운 구조시스템 개발 등 이른

바 공업화 건축을 지향한 기둥-보 구조 목조건축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최근 크로스램(X-LAM)이라고 하는 집성패널을 개발하여 런던 시내에 

시공한 9층 아파트를 비롯한 대형 목조건축물을 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2008년도

에는 일본 방재과학연구소에서 7층 규모의 실대 목조건축물에 대한 진동대 시험을 통하여 

내진성능의 우수성과 아울러 내화성능을 구명하여 중층 목조건축물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

다. 지가가 높은 런던 등 대도시에도 전시장이나 대형 시설, 아파트, 기숙사, 학교 등 대형 

목조건축물을 보급하며 건축문화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목조 4층 학교도서관의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개발하여, 2012년 신축 학교의 도서

관 건물 시공에 반영하고자 한다. 다층 목조건축에 필요한 구조용 집성재와 부재 접합기

술, 구조설계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4층 규모 학교도

그림 3-32
제주 삼나무 

테스트하우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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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의 시공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국산 대형 목조건축의 구조 안전성과 시공성, 경제

성을 고려한 목구조 모듈 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최적 설계와 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빙상 경기장인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은 경간이 100m에 달하

는 14개의 대형 집성재 아치로 구성된 빙상경기장이다. 빼어난 구조미와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갖추어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사회적 공헌과 경제적 유익을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있다. 올림픽 경기 후에도 아이스링크와 농구코트, 200m 육상 트랙, 스포츠과학센터, 실

내패딩센터, 지역 주민 회의실 등 실내 스포츠 센터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세계적 명소가 될 평창 동계 올림픽 경기장을 우리나라에서 산림자원이 가장 풍부한 

강원도에서 자란 낙엽송과 소나무, 잣나무로 지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멋진 목조 올림픽경기장을 건축함으로써 지구환경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조경기장은 우수한 내진성능을 비롯한 구조안전성을 보유하

며, 친환경성과 내화성, 차음성에 더하여 아름다움과 따뜻함, 친근감까지 선사할 수 있다. 

목조 빙상경기장을 명품 복합스포츠 국제센터로서 운영한다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친

환경 경제 올림픽 개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33 (좌)

목조 4층 학교 

도서관의 조감도

그림 3-34 (우)

런던 시내의 9층 

목조 아파트 

KLH UK, 2009

그림 3-35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

Rawlinson, D. 

2009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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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 도로교량

2009년부터 목조 도로교량의 국내 도입과 보급을 위하여 교량부재로 사용할 목재의 

구조 안전성과 내구성을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목조교량의 구조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교장 30m, 폭 6.5m의 2차선 구조용 집성재 트러스교를 설계하여, 

설계된 교량을 실제 크기로 제작한 후에 공개 내력성능 평가를 계획하는 등 목조 도로교량

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3-36
도로용 목조교량 

사례 

노르웨이 Flisa 

bridg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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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자원의 순환이용 증대

우리나라는 국토의 63.7%(6,369천 ha)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목재수요의 

약 86%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1960∼1970년대의 산업화 초기에는 연

료(땔감)를 나무나 석탄으로부터 얻었고, 현재 건축·가구 등 각종 생활용품을 목재나 목

질판상제품으로부터 얻고 있다. 

나무는 우리 인간에게 탄소동화작용이란 자체 생장기구를 통하여 용재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천연재료이다. 목재는 생활환경 속의 친숙한 재료이지

만 사용될 수 있기까지 수 십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 후 버려져서는 안 되는 재

료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나바다”, 즉,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자! 란 슬

로건을 생활화하여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습관을 일찍부터 체득하여 경제성장에 이바지하

기도 하였다. 

최근 자원의 재활용에 의한 순환형 사회 구현이 이슈화 되고 있다. 목재는 하나도 버

릴 것이 없는 자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즉 천연 재생 자원으로서  목재의 구성 요소

(要素, Element)는 아주 작은 세포단위의 기본이 되는 글루코오스(Glucose) 또는 셀룰

로오스(Cellulose)이다. 또한, 목재는 식량자원, 알콜 및 바이오매스 전환 원료로 중요

한 지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톱밥(Sawdust), 파티클(Particle), 스트랜드(Strand), 플레

이커(Flake), 웨이퍼(Wafer) 및 목섬유(Wood fiber)와 같은 작은 치수 형태로부터 합판

(Plywood), 단판적층재(Laminated veneer lumber),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

목재자원의 순환이용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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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Fiberboard)과 같은 목질계 판상재료(Wood-based panel)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뿐

만 아니라 숲 가꾸기 산물 등으로부터 중·소경 간벌재 및 주벌재로부터 원목이 벌채되어 

제재·건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제재 라미나(Lamina)로부터 집성재를 제조하거나 제재목 

형태 그대로 각종 건축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목재는 전부위(全部位)를 이용한다는 ‘전간(全幹)이용(Whole tree 

utilization)’의 관점이 부각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대처방안으로

서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 에너지로서 펠릿(Pellet)과 같은 목재 연료가 재인식되고 있다든

가 건축부재, 가구소재 등에 사용되는 각종 목질판상재료, 그 중에서도 주방용 가구의 주

원료인 파티클보드와 같은 판넬은 전량 폐목재를 재생·재구성한 재료라는 점 등은 재활

용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자료에서는 목재자원의 재활용의 기조를 이루는 법률적 근거

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목재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최근 연구동향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박종영, 2005).

폐목재는 폐기물의 일부로서 건설계 폐목재, 사업장계 폐목재, 생활계 폐목재로 분

류되고 있으며,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의 제2조 정의에 의하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

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

그림 3-37
목재의 각종 

구성 요소

원목

칩(Chip)

섬유	속(束)

제재목

플레이크
(Flake)

제지용	섬유

얇은
제재목

목모
(Excelsier)

목분

두꺼운
단판 짧은	단판

단판

스트랜드
(Strand)

셀룰로오스
(Cellulose)

긴	플레이크
(Flake)

삭편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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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또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제14조의 

3(재활용 기준 등) 제2항 관련 2011.9.27. 개정) 별표 5의 2 제12호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1) 폐목재, 

(2)   벌채·산지개간·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줄기·가지 등의 임목폐기물 

(3)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

태로 발생된 톱밥·목피·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및 제19호에 “파손 범위가 적은 

철도용 폐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폐침목은 제외한다)을 원형 그대로 규격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재활용 하는 

경우 - 철도용 폐침목이 폐목재인 경우, 

 ①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② 선박제조시설의 받침용, 

 ③   제1호 가.목 및 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또는 방법

으로 재활용하는 경우(크레오소트유 등 방부제 또는 약품 등으로 처리하지 않

고 원목 그대로 사용되었던 폐목재 침목으로 한정한다)”로 재활용 가능 폐목재

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다(Paladin, 2002). 

이러한 폐목재는 도심에서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형태의 폐기물이면서도 자원 성격이 

있다고 하여 외국에서는 “도심의 숲(Urban forest)”이라고도 불리워질 정도로 순환형 사

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Paladin, 2002). 

그러면 재활용을 위하여 폐목재는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환경

부 고시 제2008-147호(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에 의하면 폐목재는 표 3-4, 3-5, 

3-6과 같이 1∼3등급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폐목재 재활용 분야에서 가

장 앞선 이탈리아의 파티클보드 제조기계류 제작회사(PAL社)에서는 표 3-7과 같이 구분

하여 사용하고 있다(환경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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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폐목재 

발생원·종류별 

등급 분류표

환경부

발생원 폐	목	재		종	류 등	급

임목
폐기물

벌목	등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뿌리,	가지,	줄기	등) 1등급

생활계
폐목재

임목폐목재
(5톤	미만	발생)

임목폐기물	중	하천,	호소로	떠내려	온	폐목재 1등급

농업폐목재(방부목재	이외의	것) 1등급

농업폐목재(방부처리	목재) 3등급

전지목(가로수,	정원수	등) 1등급

목재포장재 과일·야채	등 1등급

폐가구류

순수목재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류 2등급

섬유판 2등급

할로겐족유기화합물로	코팅된	가구 3등급

실외	목재구조물
놀이터,	공원,	조경시설,	하천시설	등에	사용된	

방부처리된	목재
3등급

구	분 분류	기준

1등급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	
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폐목재

2등급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로	처리·오염된	폐목재는	제외)

3등급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폐목재칩	및	위의	 1~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폐목재

표 3-4
폐목재의 등급 

분류기준

환경부

구	분 재활용	용도·방법

1등급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톱밥·성형탄·산업용활성탄·고형연료제품(WCF)·바이오에
탄올(목질계	에탄올연료)	제조,	축사·제초·퇴비용	원료로	사용,	열분해·가스화	원료로	
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	회수용
도로	사용

2등급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로	처리·오염된	폐목재는	제외)

3등급
열분해·가스화	원료로	이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	
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용도로만	사용

표 3-5
폐목재 등급별 

재활용 기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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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목재

신축현장
폐목재

각재류(비계목,	받침목,	토류판	등) 1등급

나무판제품(파티클보드·합판류) 2등급

섬유판 2등급

해체현장
폐목재

순수목재 1등급

건물	내장재(방부처리목재	제외) 2등급

목조주택	및	건물외장재(방부처리	목재) 3등급

실내·외	목재구조물(계단,	울타리,	의자	등)에	
사용된	방부처리	목재

3등급

목재파레트

순수목재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 2등급

섬유판 2등급

사업장
폐목재

임목폐목재
(5톤	이상	발생)

나무줄기,	가지,	뿌리	등 1등급

제재	부산물 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톱밥,	수피	등 1등급

목재가공공장
부산물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스러기	및	분진 1등급

2등급	폐목재로	가구,	악기	등	목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나무토막	등	목재	부산물	및	분진

2등급

2등급	폐목재로	나무판제품(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목재	부산물	및	분진

2등급

방부처리	목재	등	3등급	폐목재로	물건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목재	부산물	및	분진

3등급

목재포장재

목재
파레트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스러기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류 2등급

섬유판(MDF) 2등급

목재
상자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스러기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류 2등급

섬유판(MDF) 2등급

기름·페인트·방부처리된	탄약상자 3등급

전선드럼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 2등급

페인트	등으로	도색된	드럼	및	섬유판(MDF) 3등급

실외목재
구조물

철도침목

3등급

전신주

방음벽

목조교량

부두시설	및	시트파일	등	담수	및	해수와	접촉하는	
구조물에	사용된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3등급

건축물의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3등급

기타	산업시설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3등급

※	비고

1.			발생원별	등급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설정된	등급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목재의	유해물질	함유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그	특성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등급이	서로	다른	폐목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낮은	등급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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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목재 재활용의 최근 연구 

(1) 폐목재를 활용한 재생보드 제조 

폐목재를 1차 파쇄한 칩을 2차 분쇄한 파티클로 제조되는 파티클보드(PB, Particle 

Board)를 ‘제1세대 PB’라면, 가구소재로 사용 후 폐기된 생활계 폐목재 - 이를 구성하는 

재료는 멜라민 함침 모양지(HPM, LPM) 오버레이 MDF, PB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를 분류·재파쇄한 파티클로 재구성한 PB를 ‘제2세대 PB’라고 할 수 있다. 본 자료에서

는 후자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PB 제조를 위한 원자재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2007년을 정점으로 하향하고 

있으며, 리기다소나무 및 잡목과 같은 형태로 조달되는 국내재의 비율이 2009년 들어 전

년도 대비 30배에 달하는 폭증된 양상을 보여주고, 합판 부산물의 양도 2배나 증가한데 

비하여 재생칩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간 보드제조에 투입되던 

폐목재의 상당량이 재생에너지 열원인 목재 펠릿(Wood pellet)으로 전향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데이터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년도 대비 2010년도에 급감된 수급량, 

그리고 수입재가 새로운 원자재로 대두된 점이 원료 수급상황의 악화를 단적으로 보여주

는 예로서 주목된다(한국합판보드협회, 2006~2010). 

폐목재	종류
Prime	board	7 Standard	board

파티클보드 MDF 파티클보드 MDF

	파렛트 8 6 10 8

	전선드럼 8 6 10 8

	포장재	(합판,	OSB	등) 8 6 10 8

	과일,	어류	상자 6 2 8 6

	오염물질	혼합	톱밥 6 0 8 4

	해체목재 4 0 6 0

	폐	파티클보드 6 0 6 4

	폐	MDF 2 0 2 4

	해체가구 0 0 4 0

	함침처리	목재 0 0 0 0

표 3-7
폐목재 종류별 

목질보드 

(파티클보드, 

MDF) 원료의 등급 

구분(이탈리아)

*	10	=	Excellent,	8	=	Good,	6	=	Fair,	4	=	Poor,	2	=	Very	poor,	0	=	Not-u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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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제조되는 파티클보드는 그림 3-38과 같은 공정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보드제조사들은 Batch type의 평판식 프레스와 연속식 Roll press로 열압을 하

며, 공정은 1차적인 원료 투입, 파쇄, 건조 및 선별과 보드형성을 위한 접착제 도포, 매트

성형, 열압 및 마무리(연마)로 구분할 수 있다. 

파티클보드 제조를 위하여 그림 3-39와 같은 Hammer mill과 Knife ring flaker

의 목재 파쇄기를 보유하여 표층과 중층용으로 적합한 파티클을 제조·사용하고 있으며, 

Flaker의 칼날 간격은 약 1~3㎜로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층 및 중층 파티클은 각각 

0.3~2.5㎜ 및 1.4~8㎜의 크기로 선별·사용되고 있다. 함지율은 표층부위에 11~13%, 

중층부위에 7~9%를 적용하고 있으며, 열압온도는 180~230℃를 가하여 보드를 제조하

고 있다(농림부, 2006). 

(단위:	㎥)

연	도 합	계 수입재 국내재 제재부산물 합판부산물 재생칩

2005 1,048,176 - 21,907 128,205 57,244 840,820

2006 1,027,159 - 7,823 169,412 51,108 798,816

2007 1,284,766 - 6,143 125,089 33,899 1,119,635

2008 1,276,228 - 3,040 201,893 31,128 1,040,167

2009 1,229,338 - 90,748 211,643 62,680 864,267

2010 881,269 9,777 114,633 168,236 18,235 570,338

그림 3-38
파티클보드 

제조공정

표 3-8
최근 몇 년간의 

PB용 원자재 

수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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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제조를 위해 파쇄한 원료유형별로 1차 파쇄한 재생칩과 2차 Hammer mill로 파

쇄한 파티클(재생파티클)은 그림 3-40과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파티클보드는 보드매트의 상·하 표층에 미세한 파티클, 중층에 다소 크고 길쭉한 형

태의 파티클 입도로 구성하는데 진동형 입도선별기 등을 사용하여 두 층의 선별스크린의 

메쉬(Mesh)1)를 통과하는 파티클의 치수(㎜)로 환산하여, 파쇄된 재생파티클의 입도를 분

석해 본 결과는 그림 3-41과 같았다. 제품의 품질을 위해서는 폐목재 원료 및 파쇄 입도 

유형의 분석이 중요하다.

1) 메쉬(Mesh) : 가로·세로 1인치에 들어가는 스크린 격자의 갯수

그림 3-39
목재파티클 

제조용 파쇄기계

(실험용)

칩퍼

해머밀(좌)과 내부 Rotor(우)

플레이커(좌)와 원통형 내부 칼날 부착(우)

그림 3-40
폐목질 원료의 

종류별 

파쇄칩(상) 및 

파티클(하)

제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M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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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보드제조 조건으로서 층 구성 수, 목표 밀도, 접착제 도포량(함지율), 경화제 

첨가량, 내수제로서 왁스에멀젼 첨가량을 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열압·경화를 한다. 이렇게 

제조된 보드는 물리·기계적 성질(밀도, 함수율, 휨성질(MOR, MOE), 박리강도, 흡수두께팽

창률, 흡수율 등)과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등을 측정하고, ‘KS F 3104 파티클보드’ 기준에 의

하여 품질평가를 하게 된다. 연구에서 적용한 재생보드 제조조건(예시)은 표 3-9와 같다.

현재 파티클보드회사는 폐목재에 의존하는 원료의 수급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펠

릿과 같은 바이오매스 연료의 보급이 증대되고 있으며, 펠릿의 원료로 따로 건조가 필

요 없는 폐목재의 사용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보드 제조 원

료 등으로 건축해체재 등과 같은 양질의 폐목재를 1차 사용하는 ‘물질 재활용’이 우선하

고, 재구성 사용 후 완전폐기 시 연료화로 전환하는 ‘에너지 재활용’이 다음 단계로서 정

착되어 있다. 목재의 재활용에는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전제되어 ‘단계적 이용(Cascade 

0

10

20

30

40

50

60

~0.25 0.25~0.5 0.5~1 1~2 2~4 4~8 8~

제재 합판 테고합판 PB

LPL오버레이PB MDF 중층파티클 표층파티클

비
율(

%)

입도(mm)

그림 3-41
폐목질원료 

종류별 Hammer 

mill 파쇄후 

입도분포율

표 3-9
재생보드 제조  

조건

보드형태
(층구성)

목표밀도
(g/㎤)

접착제	도포량
(%)

경화제	첨가량
(%)

왁스에멀젼
첨가량	(%)

열압조건

압력
(㎏f/㎠)

온도
(℃)

시간
(분)

1 0.7 10 3 1 30 180 7

3 0.7
표층	:	중층	=	
12	:	8

	표층	:	비첨가
	중층	:	3

	표층	:	1
	중층	:	1

30 200 5

주)	 1.	보드의	치수	:	1.5㎝	×	30㎝	×	35㎝

	 2.	보드의	층비	:	표층	:	중층	=		40	:	60	

	 3.	경화제	:	20%	NH4Cl	수용액을	수지첨가량(전건량	기준)	대비	첨가

	 4.	왁스에멀젼	:	파티클	전건중량	대비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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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에 이상적이다. 이러한 폐목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폐가구 등 재활용이 어려운 생활폐목재도 원료로서 활용해야 하는 시점

에 도달하였다(유성진, 2005). 

이와 연관하여, 생활폐목재 혼합에 따른 재생보드의 물성을 살펴보았으며, 인천 파티

클보드공장에서 사용 중인 생활폐목재를 분양받아 건전폐목재(제재, 합판) 파티클과 혼입

률을 달리하면서 보드원료로서의 적성(適性)을 평가하였다. 생활폐목재의 소재 구성형태

는 그림 3-42와 같았다. 

재생 PB칩의 수침가열(水浸加熱)에 의해 팽윤효과를 꾀하는 동시에 내화성 부여를 위

해 칩의 수침가열 상태에서 내화처리를 실시한 내화성 보드 제조시험을 하였다. 재생 PB

칩만으로 내화처리하여 제조된 보드의 물성과 내화성을 구명하였으며, 강도보완 측면에서 

건전한 제재칩과 재생 PB칩 내화처리 파티클을 일정비율 혼합한 내화성 보드 제조·물성 

연구도 하였다. 이 보드는 거주(居住) 재료로서 내화성을 요하는 부위에 사용하는 데 도움

이 되어 기능성 증진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제재 합판 파티클보드

그림 3-42
생활폐목재의 

소재 구성형태

MDF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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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용된 내화 약제로서는 제2인산암모늄((NH4)2HPO4)과 인체유해성이 낮으

며 내화·방충성을 고루 갖춘 혼합약제 [붕산(H3BO3)과 붕사(Na2B4O7·10H2O)의 50 : 

50(%) 혼합제)]였다.

결과로서, 재생 PB칩의 파티클만으로 보드 중층을 구성한 보드의 내화성에 있어서

는, 제2인산암모늄 : 붕산·붕사(50:50 혼합)의 70 : 30 혼합액이 난연3급(표면시험) 기

준(KS F 2271)을 충족하였다. 내화성에 있어서는 제2인산암모늄이 붕산·붕소보다 뛰어

났으나, 강도적 성질은 붕산·붕소의 비율이 높은 쪽이 더 컸다.

그림 3-43
Autoclave를 

이용한 재생 

PB칩의 가온 

내화약제 처리

(연소전)

(50 : 50 처리)

(무처리)

(70 : 30 처리)

그림 3-44
표면연소성 

시험기에 의한 

연소시험 전후의 

재생파티클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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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Cone calorime-

ter에 의한 

연소실험

표 3-11
폐PB칩 

및 중층용 

PB파티클 

내화처리후 

재생보드의 

내화성

표 3-10
난연성능 평가

(KS F ISO 

5660-1 

콘칼로리미터법)

난연등급
시험조건

판정기준
가열조건 가열시간

	난연1급	(불연)

50kW/m2

20분 ·총방출열량(THR)이	8	MJ/㎡	이하일	것
·	최대	열방출률(PHRR)이	10초	이상	200	kW/㎡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방화상	유해한	관통,	균열,	구멍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총방출열량(THR)이	8	MJ/㎡	이하일	것

	난연2급	(준불연) 10분

	난연3급	(난연) 5분

주)	Source	:	KS	F	ISO	5660-1	연소	성능	시험-	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	제	1부	: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약제	혼합비*3
중화처리
여부

잔염시간
(초)

온도·시간	면적(℃×분) 발연계수
(CA)

중량감소율
(%)3분	이내 3분	이후

50	:	50
(중층용	PB파티클)

비처리 48 0 48.3 0.9 6.1

중화처리 50,	60초과 0 102.1 1.2 7.7

50	:	50
(중층용	PB칩)

비처리 46 0 45.9 1.0 6.7

중화처리 46 0 82.0 1.4 6.9

70	:	30
(중층용	PB칩)

비처리 24 0 47.8 1.0 6.7

중화처리 35 0 87.3 0.8 7.2

무처리 - 60	초과 초과 442.2 17.8 15.3

판정기준 30	미만 초과않을	것 350	이하 120	이하 -

주)	 1.	약제	혼합비	:	제2인산암모늄	:	붕산·붕사(50:50	혼합)의	비율

	 2.			기타	기준(난연3급,	표면시험)	:	①	전체	두께에	걸친	용융·소멸(심재의	전부	용융·소멸)-	없을	것,	②	뒷면의	

균열폭(㎜)-	두께×1/10	미만,	③	방화상	유해한	변형	등-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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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적용한 Cone calorimeter법은 총방출열량, 중량감소율 등의 지표를  

1회의 연소시험으로 총체적으로 얻을 수 있어, 내화성을 종합 진단하는 새로운 내화성 시

험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실제로 내화성 목질재료를 건축내장재로 개발할 경우에는 연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내화체의 강도 잔존률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는 유해가스 발생의 저감화가 필요하다.

(2) 폐기 목질재료를 이용한 학교 책상용 상판의 제조

학생용 책상판을 폐기 목질재료를 이용한 성형 상판으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실시

되었다. 학생용 책상판은 주로 합판이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그 자재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고 상당량의 외화가 지불되고 있다. 따라서 폐기 목질재료의 재활용은 외화절약 뿐만 아

니라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생용 책상판의 제조 과

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대책을 접착제, 생산성 향상 및 성형공정 최적

화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농림부, 2006).

그림 3-46은 기존의 합판(좌측)과 성형(우측)한 책상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성형 상

판의 제조공정은 그림 3-47과 같이, 폐기 목질재료 수거 → 파쇄 → 건조 → 선별 → 접착

제 제조 → 접착제와 파티클의 혼합 → 1차 성형 → 2차 성형 → 제품검사로 되어 있다.

그림 3-46
기존의 합판 

책상판과 개발한 

성형 책상판

<높이	조절식	분리형> <높이	비조절식	일체형>

<기존의	합판	책상판>

<본	성형	책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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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공정중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에 결정적으로 영향하는 매우 중요한 공정이 ③~

⑧이며, 특히 개개 파티클 입자를 결합시키는 접착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제품의 

개발 초기에는 요소수지(UF)를 사용하였으나, 현 제조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

고 그 개선대책을 수지 접착제, 생산성 향상 및 성형공정 최적화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하여 GR(Good Recycle)마크를 부여하는 바, 

GR기준을 충족하면서, 물리적 성능 보완, 불량률 저감,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저감 등 품

질개선을 위한 현장 연구가 이루어졌다. 

(3) 폐목재를 이용한 목질계 복합재 제조

① 목질·무기질 복합보드   

목질·무기질 복합보드는 「목질계 폐기물의 재활용」과 「친환경적 건축소재 개발」이라

는 두 가지 과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목재는 친환경적인 

성질을 지닌 소재이면서도 썩거나 불에 타는 결점을 갖는 반면, 무기질 소재는 탁월한 내

화성, 내구성을 지니고 있지만 생물학적인 역기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목질과 무기질을 

①폐목재 ②파쇄 ③건조 ④선별

⑤중층칩 ⑥표층칩 ⑦접착제 제조 ⑧접착제 혼합

⑨1차 성형 ⑩2차 성형 ⑪학생용 책상

그림 3-47
책상판의 주요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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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시킨 복합재는 양자의 결함이 상호 보완되어, 환경적으로 안정되고, 자원 확보면에서

도 유리한 건축자재가 될 수 있다. 즉 목질·무기질보드는 환경·안전·건강을 지향하는 

특성을 지닌 복합재료라고 할 수 있다(농림부, 2001). 

우선, 목질과 무기질(시멘트/석고)을 복합한 보드제조를 위해서는 시멘트가 수화-경

화되면서 발열반응을 하므로, 이를 지표로 한 수화반응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

여 목질·무기질 원료 또는 목질·무기질·혼화재를 소정비율로 건식혼합한 다음, 혼화수

(混和水)를 가한 페이스트 상태에서 수화반응온도를 측정하게 된다. 먼저, 혼합페이스트

를 단열용기 보온 플라스크(Dewar flask)에 넣고 열전대(Thermocouple)를 삽입하여, 자

동온도기록계에 의해 연속 측정하여, 최고온도 도달시간 [t(hr)], 최고온도 [T(℃)] 및 최대

온도경사 [S, ΔT/Δt (℃/hr)]를 조사한다. 동시에 Control(시멘트-물)의 최고온도 도달

시간 [t′(hr)], 최고온도 [T′(℃)], 최대경사 [S’, ΔT′/Δt′(℃/hr)]를 측정하여, Ι= 100 [(t-

t′)/t′·(T′-T)/T′·(S′-S)/S′]의 공식에 의해 경화장해지수(Inhibitory index, Ι)를 산출

한다. 이 지표로써, 경화의 반응도와 경화시간 등을 알 수 있다. 

건축내장재로 사용되어 온 석면슬레이트 등은 환경유해 건축자재로서 이미 사용이 규

제되었다. 이에 대체적인 내화성 벽체 등의 건축용 재료로서 목질·무기질 복합보드의 개

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목질·무기질 보드는 최소의 혼화수를 투입하여 목질보드(PB, 

MDF)처럼 반건식 방법으로 보드를 제조하게 된다. 이 때 수분량은 독일의 Simatupang

박사가 제안한 공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 기준	(GR) 책상판의	성능

	밀도(g/㎤) 0.40~0.90 0.8

	함수율(%) 13	이하 7.0

	흡수두께팽창률(%) 12	이하 5.2

	휨강도(N/㎜2)
건조 18.0	이상 28.6

습윤 9.0	이상 15.7

	박리강도(N/㎜2) 0.30	이상 0.84

	나사못유지력(N)
평면 700	이상 897

측면 350이상 357

	포름알데히드	방출량(㎎/L) E1	:	1.5	이하 1.4

	총휘발성유기화합물(mg/m2/h) 0.4이하(7일후) 0.2

표 3-12
책상판의 GR 

규격과 공장제 

책상 성형 

상판의 성능,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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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분량(ℓ) = 0.35C + (0.30 - MC)W

[C : 시멘트(㎏), MC : 목질원료함수율, W : 목질전건무게(㎏)]

또한, 무기질 대비 혼화수의 비율(시멘트/물 비율; C/W Ratio)로써 수화(水和)·경

화의 정도를 가늠하기도 한다. 연구에 사용된 폐목질 원료로는 톱밥, 칩, 파티클 폐신문지 

펄프, 제지슬러지였고, 혼화재로서는 Fly ash, 황토, 목탄, Perlite 등이 사용되었다. 황토

나 목탄은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 혼화재로, Perlite는 경량재로, Fly ash는 난연재로서 그 

효과가 기대되었다. 

무기질계 보드로서 건축용으로 석고보드와 시멘트보드가 일반적인데, 석고는 반수석

고(CaSO4·1/2 H2O)를 보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화가 몇 분내에 일어나기 때문에 경

화지연제(Protein 등)를 쓰게 되고, 목질·시멘트보드 경우에는 MgCl2, Al2(SO4)3 이외에 

탄산염을 경화 촉진제로 사용하여 클램핑 압체하거나, 탄산가스를 보드매트내에 주입하면

서 압체하여 속경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그림	3-48].

그림 3-49는 폐목질 파티클을 시멘트에 혼입하여 제조한 보드블록과 도로용 흡음판

으로 개발된 시제품이다.

② 목질·플라스틱 복합보드  

목질·플라스틱 복합재 중에서, 목섬유·열가소성섬유 복합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었다(농림부, 2001). Valmet non-woven machinery社가 새로운 방법에 의한 복합재의 

그림 3-48
목질·무기질 

복합보드의 압체 

및 열전대에 

의한 경화온도 

측정(좌)

그림 3-49
탄산가스 

주입방식에 의한 

목질·시멘트 

보드의 압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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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에 특허를 획득하면서 자동차 성형품, 가구부재, 절연재료, 음향판 등의 생산이 이루

어지고 있다. 섬유상 물질을 기질로 하여 목섬유·폴리프로필렌(PP)섬유 복합재 개발 연

구가 이루어졌다. 목섬유 : PP섬유의 혼합비율은 90 : 10이었으며, 밀도를 달리하여 제조

되었다. 본 복합재의 제조공정은 그림 3-51과 같이, Tow상태의 열가소성 섬유를 섬유장

에 따라 절단한 다음, 소정의 혼합비에 따라 목섬유와 함께 본 실험에서 고안한 섬유혼합

기에 넣고 7~8 ㎏f/㎝2 압력으로 압축공기를 섬유혼합기 입구의 노즐을 통하여 분사하여 

혼합기내에서 발생된 난기류에 의해 섬유들 사이의 마찰로 목섬유와 열가소성 섬유가 혼

합되게 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3-51
난기류 

혼합방식에 의한 

목섬유·	열가 

소성 섬유 복합재 

제조 과정

그림 3-50
목질·시멘트 

복합 블록(上右; 

수중침지처리에 

의한 내구성 

측정) 및 방음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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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초간 혼합하여 섬유간에 기계적인 결체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혼합섬유를 꺼

내어 성형공정으로 이송하였다. 성형틀에 섬유 매트를 일정하게 조절하여 놓은 다음 2~4 

㎏f/㎠의 압력으로 약 1분 30초 동안 예비가압하였다. 예비가압이 끝나면 소정의 열압스

케줄(열압온도 195℃, 열압시간 6분, 압체압력 65 ㎏f/㎠, 냉압 9∼50 ㎏f/㎠)에 의해 열

압하고, 열압된 보드를 냉각프레스로 옮겨서 일정시간동안 냉각과 동시에 냉압을 시켰다. 

이때 냉각온도는 약 45℃ 정도로 하였다. 냉각처리가 끝난 보드는 항온항습실에서 수주일

간 조습, 양생한 후, KS F-3104의 방법에 의해 밀도, 함수율, 휨강도, 휨탄성계수, 인장

강도, 흡수량, 두께팽창률 등을 측정하였다. 그림 3-52는 연구에 제작·활용된 Pilot시험 

성형장치이다. 제조변수로는 PP섬유의 길이, 굵기(Denier), 용융지수 등이었다.

또 다른 형태의 용융형 목질·플라스틱 복합소재 개발연구가 이루어졌다. 폐기물 중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생활폐기물

(MSW, Municipal Solid Waste) 인데, 이 폐기물에는 다량의 종이류, 비닐 또는 플라스

그림 3-52
파이롯트 

섬유혼합·성형 

장치의 단면도

그림 3-53
파이롯트 

섬유혼합·성형 

장치의 실제 

제작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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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류 및 목재가 포함되어 있다. 목재 및 종이류 등의 가용 목질폐기물을 플라스틱 폐기물

과 함께 혼련하여 복합재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열가소성 수지로는 저밀도폴리에틸렌

(LD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 및 폴리스티

렌(PS) 등의 5대 범용수지가 있다. 최근 WPC(Wood·Plastic Composite, Wood Plastic 

Combination)라고 하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는 목재에 플라스틱의 성질을 부여하여 

목재의 특색을 살리면서 결점을 개량하기 위한 복합재료로서 데크재 및 난간재 등으로 널

리 보급되고 있다. 

용융 블렌딩 공정에서 목재는 충전재의 역할로서 목분(Wood flour) 형태로 열가소성 

수지와 혼합하고 있다. 최근에는 분말상 및 섬유상 목질에 의한 충전재와 보강재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하는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융혼련 공정은 높은 생산성을 가지며, 

압출·사출과 같은 간단한 가공 기술로 판형 이외의 다양한 형상의 성형품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열성형이 가능한 복합재에 대한 연구로서, 국내산 잣나무 목분과 폴리프로필렌을 이

용한 용융형 복합재 개발을 목표로, 압출기(Extruder)를 이용한 최적 혼련조건과 기초물

성을 확보하고, Maleated PP(MAPP, Maleic Anhydride Modified Polypropylene)를 

이용하여 계면에서의 접착력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추진되었다(농림부, 2001).

그림 3-54
다양한 색상으로 

선염색된 

PP섬유와 

목질섬유를 

복합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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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
분쇄 목분, 분쇄 

목분을 이용한 

목분·PP복합 

펠릿, 사출성형된 

폐목분·PP 

복합재 및 

목분·PP복합 

펠릿으로 

제작된 학생용 

책상·의자(左上, 

右上, 左下, 右下 

順임)

그림 3-56
MAPP 비첨가(좌) 

및 첨가(우)에 

따른 목분·폴리 

프로필렌 

(30/70wt%) 

복합재의 

파단면의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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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MAPP 

첨가(0∼15%)에 

따른 목분 함량별 

목분·플라스틱 

복합재의 

인장강도(상) 및 

휨강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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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사이클 이용 연구 동향

(1) 축재(軸材), 면재(面材)로의 재생이용

파티클보드의 경우에는 칩을 더 작게 한 파티클을 요소(要素, Element)로 하고 있어 

보드로서의 균일성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Element가 작고 강도를 고려하여 축재로서 

이용은 되지 않았다. 새로 개발되고 있는 재생공학목재((REW, Recycle Engineered 

Wood))라 불리는 목질재료는 목질계 폐재를 파쇄기(Crusher) 등으로 1차 파쇄한 엘리멘

트를 그대로 사용해서 접착제를 도포한 후 열압기(Hot press) 또는 증기주입압체기

(Steam injection press)에 의해 열압 성형한 축재료 또는 면재료이다	[그림	3-58]. 이 목질

재료의 성능은 엘리먼트의 길이, 형상비(Aspect ratio), 배향도 및 제품밀도 등에 의존되

지만 SPF재(패널공법 구조용 제재 갑종2급)의 JIS 2101에 의한 시험결과에 필적하는 성

능도 얻고 있다. 금후, 패널공법의 소단면 프레임용 축재, 기둥 등으로 이용이 기대된다.

(2) 보드류의 재생이용

목재의 재자원화가 중요시됨에 따라 기둥이나 판재 등 소재(素材; Solid wood)뿐만 

아니라 파티클보드나 섬유판도 재자원화할 필요가 생겼다. 물론 열원으로 재사용하는 열

적 재활용법도 있지만 파티클보드나 섬유판을 다시 한번 파티클보드나 섬유판으로 재생 

이용하는 방법이 고안되고 있다. 

파티클보드나 섬유판 등과 같은 보드류의 엘리먼트는 특히 표층 가까운 부위에서 제

조시에 큰 압축변형을 받고, 그대로 파쇄해도 그 압축변형은 거의 해소되지 않으며, 가는 

엘리멘트나 접착제에 의해 고정된 파편이 많게 된다. 얻어진 엘리먼트의 밀도가 높게 되므

그림 3-58
재생공학목재 

(좌)와 

엘리먼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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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래 보드와 같은 밀도의 보드를 제조하면 엘리먼트끼리 충분히 밀착되지 않아 보드의 

기계적인 성능은 원래의 보드에 비해 저하된다. 즉, 압축도를 1로 할 경우에는 보드가 올

바르게 형성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쇄기로 10~20cm 정도의 크기로 파쇄한 후 증기가

열(Steaming) 처리를 함으로써 보드의 접착제(요소수지, 요소·멜라민 공축합수지)를 가

수분해시켜 엘리먼트를 분리하고 나아가 엘리먼트의 압축변형을 원형회복(Spring back)

시킴으로써 원래의 엘리먼트에 가깝게 재생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으로 접착제가 분해

되기 때문에 약한 충격에 의해서도 간단하게 작은 조각을 만들 수 있어, 섬유판의 경우에

도 리파이너(Refiner)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햄머밀 등으로 간단히 섬유화할 수 있으므로 

Refining할 동안 다른 물질의 혼입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방법에 의해 요소수지 타입의 파티클보드에서 페놀수지를 사용해서 재생한 파티클

보드의 휨강도와 증기가열처리 온도와의 관계를 그림 3-59에 표시하였다. 180℃ 가열처

리는 JIS 18 Type을 충분히 만족시켰다. 이 방법에 의해 파티클보드나 섬유판에서 2차 파

티클보드나 섬유판으로 재생이용이 가능하다. 목재의 뒤틀림이라는 결점은 보드제조나 재

생이용에 있어서는 열과 수분에 의해 압축변형이나 원형회복(Spring back)이 가능한 이

점이 된다.

그림 3-59
Steaming 

처리온도와 재생 

PB의 휨강도



130			I			제3장  탄소순환시스템 구축

(3) 화학적인 이용방법

목재를 화학적인 처리방법에 의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가용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에는 페놀류, 알콜류 또는 환상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시약을 이용하여 150℃ 정도의 

온도로 가용화시킨다. 얻어진 액체는 접착제나 수지, 발포체로 이용 가능하다. 반응을 충

분히 진행하면 레불린산(Levulinic acid)이 얻어지고 이것은 여러 화합물의 합성을 위한 

출발물질, 즉 유용한 화학원료로서 이용이 기대된다.

초임계 유체에 의해 목재를 분해하는 방법도 있다. 유체로서는 물이나 메탄올이 이용

되며, 물의 경우에는 셀룰로오스나 헤미셀룰로오스가 0.1∼수초만에 글루코오스다당이나 

구성 단당으로 분해된다. 목질계 폐기물의 재생이용 과정에서 얻어지는 목분, 톱밥 등 보

드 등으로는 재생 이용하기 어려운 것을 대상으로 화학적인 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고

려되고 있다. 

(4) 에너지로서 이용

목질계 폐기물을 열 또는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은 직접연소법, 열화학적 변환법 및 

생물화학적 변환법으로 구별할 수 있고, 식물유를 에스테르화하여 얻어지는 바이오디젤 

제조기술이나 바이오펠릿 제조기술 등이 있다. 바이오매스를 연소시켜 열을 직접 얻는 것

이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인데, 화석연료에 비하여 발열량이 낮은 것이 단점이다. 바이

오매스를 열화학적으로 변환하여 에너지로 이용하는 방법은 직접연소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열분해 및 액화는 바이오매스를 상압 혹은 고압에서 산소가 결핍한 상태에서 

가열하여 탄화(Carbonization) 및 액화(Liquefaction)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편, 가스화

는 바이오매스를 공기, 산소, 수소, 수증기, 일산화탄소 혹은 이산화탄소 존재 하에서 가

열 반응시켜 가스 상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생물을 사용하는 에너지 변환기술인 메탄 발효나 알코올 발효는 건조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수분이 많이 함유된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변환에 유효한 방법이다. 단, 알

코올 발효의 기질(基質)은 당(糖)이기 때문에 당질계 이외의 바이오매스를 이용할 경우는 

당으로의 변환 전처리가 필요하다. 바이오매스의 에너지로의 생물 화학적 변환기술에는 메

탄 발효, 알코올 발효 이외에 수소로의 변환, 미생물 전지, 탄화수소로의 변환 등의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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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식물성 기름(불포화 지방산)을 메틸에스테르화하는 것에 의해 디젤과 아주 유사한 

성상으로 된다. 이것을 바이오디젤이라 한다. 이는 생분해가 가능하고 무독성이며 연소 시 

공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매우 유용하다. 최근 원유가격 상승,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디젤 연료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게 되었다.

(5) 해체성 접착제

리사이클 입장에서는 어떠한 자극을 받아 쉽게 분리되는 접착제가 이상적이다. 최근 

가열에 의해 분리되는 접착제가 개발되고 있다. 이 메카니즘은 접착제에 열팽창제를 분산

시켜서 가열에 의해 접착층이 팽창되어 계면에서의 접착파괴 또는 접착층의 파괴에 의해 

분리되는 것이다. 이 접착제는 접착성분인 비닐공중합체, 특수 수지 에멀젼(접착성·내구

성 부여제)과 열팽창성분인 열팽창형 기능재료(열팽창제를 넣은 마이크로캡슐 : 외부껍질

은 아크릴수지)로 되어있다. 또 에폭시수지와 열팽창성 마이크로캡슐 계열도 개발되고 있

다. 목질계 폐기물의 리사이클에는 면재료 등에 붙어있는 표면가공재, 화장재 등 다른 물

질의 분리·분별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들의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

(6) 난재활용 목질보드의 탄화이용

섬유판은 합판이나 파티클보드와 달리 미세한 목질섬유가 접착제와 엉겨있어 섬유를 

따로 분리해 내기가 어렵고, 칩이나 톱밥으로 제조하여 파티클보드로 재활용하기도 곤란

하다. 이러한 섬유판을 열분해 기술을 응용하여 탄화보드를 제조하고, 탄화보드를 새로운 

기능성 소재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박상범, 2009). 

섬유판을 전기식 탄화로에 넣고 1,000℃ 부근의 온도에서 탄화보드를 제조한다. 탄

화보드의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다. 탄화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편의 상하부에 내열성 중량판을 삽입하고,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산소하에서 

시간당 약 50℃의 속도로 목표온도까지 천천히 올린 다음, 목표온도에서 2~3시간 유지시

킨 다음 서서히 냉각시킨다. 재래식 탄화법에서는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발생하지만 산림

과학원에서 개발한 가압탄화기술을 적용하면 갈라짐과 틀어짐을 방지할 수 있다. 전통식 

백탄가마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탄화보드의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온에서 온도 조

절이 가능하며 불활성 가스의 주입이 가능한 특수한 탄화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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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보드는 100% 숯으로 구성되어 유해물질에 대한 흡착력이 매우 높다. 특히, 새

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탈취력이 97%로 매우 뛰어나다. 탄화

보드는 탄소함량이 90%에 달하여 전기에 대한 전도성이 매우 높아 유해전자파에 대한 차

폐력이 매우 뛰어나다. 1,000℃에서 제조된 탄화보드는 전주파수 영역에서 60dB를 상회

하였으며, 특히 고주파 영역에서는 100dB 정도의 최고의 차폐효과(99.99%)를 나타낸다. 

탄화보드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염의 발생이 없고 불에 거의 타지 않으며, 제조과정에

서 이미 유해가스는 모두 소멸되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유해가스의 발생은 거

의 없다. 탄화보드는 밀도가 0.5 정도로 매우 가볍기 때문에 기존의 무거운 무기질 내화자

재를 대신하는 가벼운 내화자재로의 개발이 유망시 된다. 또한, 탄화보드는 실내의 습도가 

높아지면 수분을 흡수해 벽이나 창면의 결로를 방지하고 곰팡이나 진드기의 발생을 억제

하며, 습도가 낮아지면 습기를 방출하여 실내의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등 조습건재로의 성

능을 발휘한다. 

국내 및 외국의 리사이클 이용에 관한 고찰

국내 폐목재 발생실태 및 재활용촉진 방안을 살펴보았다. 표 3-13에 의하면 우리나

라의 폐목재(건설폐목재, 생활폐목재, 사업장폐목재) 재활용률은 약 55%이며, 생활폐목재

섬유판 (MDF) 탄화보드 (c-MDF)

그림 3-60
탄화보드의 

제조원료와 

제조된 탄화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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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활용률은 약 36%로 근래에 증가하였다. 폐목재의 재활용 유형은 파티클보드·연

료·유기질비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폐목재 또한 재활용 비율이 증가되어 약 7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폐목재는 소각(약 43%) 또는 매립(약 21%)의 비율이 아직도 큰 

실정이다. 동대문구청의 정보에 의하면 폐목재를 제외한 수집폐기물의 소각처리 비용(연

간 단가계약 체결시)은 약 11만원/톤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원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자원낭비, 환경오염(CO2 배출), 소각비용 손실의 가중이 초래된다.

폐목재 재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서, ‘폐목재의 순환이용체계 미흡’을 들 수 있으

며, 폐목재의 분리 배출·수거가 미흡하고, 운반·처리규정의 경직성 및 재활용산업의 비

용부담 구조 문제 등이 있다. 또한, ‘폐목재의 재활용률 저조’를 들 수 있는데, 신축 공사

현장에서 폐목재 등 원료이용이 가능한 건전폐목재의 연료이용이 증가하고, 생활폐목재가 

무단매립, 단순소각 처리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순환이용 및 이산화탄소 저감 차원의 대

책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폐목재의 이용구조는 자원순환이용(원료) > 에너지회수(연료) > 

소각처리 순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드원료 이용이 가능한 건전폐목재의 연료이용 및 

소각처리 억제와 폐목재의 순환이용시스템 구축 및 재활용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

그 간의 연구로서 「폐목질자원의 재활용기술 개발」을 위하여 난재활용 섬유판(MDF) 

폐목질의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원료이용기술 개발, 고성능 접착제의 합성·이용

기술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폐목질자원의 순환이용시스템 개선」으로서 폐목재의 배출·

수집·재활용 실태조사·분석, 폐목재의 재활용 촉진과 순환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

선 및 지원방안 수립에 대하여 집중 검토되었다. 연구결과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재활용

구		분 계 생활폐목재 사업장폐목재 건설폐목재

발생량 5,001.9	(100%) 2,429.7 1,649.1 923.1

매		립 519.2	(10.4%) 518	(21.3%) 1	(0%) 0.2	(0%)

소		각 1,756	(35.1%) 1,040	(42.8%) 440.1	(26.7%) 275.9	(29.9%)

재활용 	2,726.7	(54.5%) 871.7	(35.9%) 1,208	(73.3%) 647	(70.1%)

(단위	:	톤/일)

※	 1)	자료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08)

	 2)	벌채	등에서	발생되는	임목부산물은	포함되지	않음.

표 3-13
폐목재의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현황,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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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폐목재 관리체계 개선 및 재활용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으

로 이어졌다. 이러한 국내 폐목재 재활용 관련 연구 및 현황에서 일본의 폐기물 관련 법체

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고찰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농림부, 2006). 

일본에서는 순환형사회의 형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법체계가 정비되었다. 순환형사회 형

성추진기본법이 2001년 1월에 완전 시행되어,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명시한 폐기물처리법과 

리사이클의 추진을 명시한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이 2001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개별 물품의 특성에 따른 규제로서는 가전리사이클법, 용기포장리사이클 등 몇 개가 

있으나 목재, 목질재료의 재이용·재생이용에 관련된 것으로서 건설리사이클법(통칭)이 

2000년 5월에 공포되어 2001년 5월 30일부터 완전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정규

모 이상의 건설물 해체, 신축·개축 등에 있어서는 분별해체와 재자원화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특히 목재, 콘크리트, 아스팔트가 특정건설자재로 규정되어 2010년에 있어서 

이들의 목표 재자원화율을 95%로 목표하고 있다. 금후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목질계 폐

기물의 유효이용이 급선무로 되고 있다.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3R」, 즉 재이용(Reuse), 리사이클(Recycle), 감축(Reduce)

이 명시되어 있다.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해체재의 재이용은 비교적 큰 단면을 가진 오래

된 목재 중심으로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단면(105mm×105mm 정도)인 점, 부착물, 접

합결손부, 단면손상이 많은 것, 단면재료 등은 상처가 없는 상태로 회수하는 것이 곤란하

다는 점, 재이용 자체의 채산이 맞지 않는 점 등에 연유한다. 패널공법(枠組壁工法)에서는 

축조구조법에 비교해서 단면결함이 적어 단면형상이 일정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별하는 

방법이 개발되면 재이용의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목재를 건재 등으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타거나, 썩거나, 틀어지는 결점이 

있으나, 이것은 폐기물처리의 분야에 있어서는 장점이 된다. 재생이용에서는 소각에 의해 

열에너지를 끄집어내는 것이 가능하고, 부후시키는 것에 의해 감량이 가능하고 비료로서

도 이용 가능하다. 자연계에서 부후하기 어려운 플라스틱류들을 생각하면 대단한 재료이

다. 또한, 방부, 방충, 방의처리, 난연화처리, 난연성부여 등에 의한 목재의 장기수명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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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마다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재생이용으로 연결된다. 목재 리사이클에 

있어서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단계적으로 몇 번이라도 이용하는 단계적 이용이 바람직

하다.

▶ 폐기물처리법

● 다량의 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는 산업폐기물처리계획의 작성을 의무화.

● 산업폐기물처리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관여 추진.

● 폐기물 배출사업자의 책임을 강화,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업 등의 허가요건을 강화.

●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추진(야외소각 금지 등).

▶ 자원의 유효이용촉진법

● 재자원화를 1R(Recycle)에서 3R(Reduce, Reuse, Recycle)로 확대.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규정을 도입(Reduce).

● 부품 등의 재이용대책을 도입(Reuse).

● 사업자에 대한 지정 재자원화 제품의 회수·리사이클을 의무화.

▶ 건설자재 리사이클법

● 건축물 해체공사의 사전신고 의무화 및 해체공사업자의 등록제 실시.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 신축, 개축할 때 분별해체와 재자원화를 의무화.

●   목재, 콘크리트, 아스팔트는 특정건설자재로 지정되어, 2010년까지의 목표 재자   

원화율(Reduce+Reuse+Recycle)을 95%로 설정.

▶ 환경품조달추진법(그린구입법)

● 정부, 관공서 등은 재생품 등 환경물품의 조달을 솔선 추진.

● 그린 구입에 도움이 되는 환경물품에 관한 정보제공 추진.

우리나라의 산림으로부터 약 370만㎥(2010년)의 국산재가 생산되고 3∼5영급에 진

입하는 임분구조로서 목재로 이용 가능한 입목축적을 키워가고 있다. 산림시업에서도 지

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한 축으로 경제림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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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적 관점에서 목재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정에서 1차 사용된 목재 또는 목제품을 다시 재활용(Recycling)하는 시스템은 거시적으로 

지구환경을 지키는 저탄소 배출, 고탄소 고정(저장, 축적)을 구현하는 대안이 된다(국립산

림과학원, 2011). 

교토체제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탄소축적의 보고인 산림조성(조림, 육림 등 

숲 가꾸기)과 함께 탄소 장기저장 역할을 하는 목재의 이용 측면에서 HWP(수확후 목제

품)개념이 탄소 인벤토리(Inventory)에 기여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정착·발효될 경우, 

폐목재의 수명을 연장하는 재활용 연구는 더욱 가치있는 과제로서 인식될 것이다. 또한, 

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기여를 위한 산림조성, 목재이용 촉진을 위

한 건설·토목·조경사업화 등으로의 투자는 사회적인 책임의 연대로 탄소배출권의 또 다

른 형태로 자리잡아 갈 수 있다. 

폐목재는 폐기물의 한 형태로서의 목재를 의미하지만 사용 후 재생이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섬유포화점 이하 또는 기건 함수율 정도로 목재내 함유수분이 자연히 저하되어 사용

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건조가 필요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활용의 폭을 넓

힐 수 있다. 따라서, 숲 가꾸기 산물 등의 형태로 임지에서 생산 되는 고함수재에 비하여 

펠릿 등 연료화를 위한 아주 양호한 재료일 뿐만 아니라 보드 제조를 위한 목재의 실질 이

용에 있어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기술 개발적 측면의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환경부하 측면에서 제품의 전과

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즉, 원료의 투입·제조·운송·사용 및 폐기과

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계량화하고 제품제조시 저탄소 소비를 표지(Labelling)하기 위

한 연구가 필요하다. 목질계 폐기물의 재이용·재생이용에 있어서 목질계 폐기물의 수집, 

운반, 분별, 제조의 전체과정에서 에너지의 수지, CO2나 유해물질의 방출 등 환경부하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단계별 이용을 고려한다면 우선 재료로서 재생 이용하고, 최후

에 얻어지는 목분이나 미세분(Dust) 등을 에너지로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질계 

폐기물을 에너지로서 이용한다면 CO2의 발생을 피할 수 없고, 재료로서 재생이용한다면 

CO2를 고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생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또 필요하다. 재료로서의 



목재자원의 순환이용 증대			I			137

이용과 에너지 이용과의 균형이 중요하며 또 목질계 폐기물의 종류나 품질에 의해 합리적

인 재활용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2012년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6% 삭감할 것을 목표

로 하고 이 중 3.9%를 일본 국내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으로 달성하고자 2005년부터 

범국민적인 「목재사용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국산재 이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실수

요와 연결시켜나가는 취지로 ‘3.9(영어의 Thank you와 일어 발음이 비슷함) 그린스타일 

마크’를 제정하여 ‘국산재를 사용하여 CO2를 줄이자’는 홍보 문구를 붙이는 등 온실가스 감

축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목재사용

을 대국민 홍보하는 메시지는 폐목재의 재자원화율을 높여가야 하는 우리의 실정에서 시

사하는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지역산재의 이용(地産地消), 공공건축물에 목조건축을 장

려하는 정책적 배려는 목재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목재문화의 창달로 이어질 수 있는 길

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지구환경 보전과 친환경적 삶이란 천연 재생 자원인 산림과 그 산물인 목재를 

우리 생활환경의 일부로 내재시켜 오래도록 이용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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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완화와 바이오에너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방안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에너지 절약 및 화석 에너지 

대체자원 이용으로써 특히 바이오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언급되는 바이오에너지의 의미를 정확히 하고 왜 바이오에너지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되는 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 바이오에너지 정의

위키디피아에서는 바이오에너지를 “생물자원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로 이용가능하게 

만들어진 재생가능 에너지”로 정의를 하면서 가장 협의의 의미로 생물자원에서 유래한 연

료인 생물연료(Biofuel)와 동의어로 정의하고 있다.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생물연료에 이용

되는 바이오매스와 에너지 생산을 위해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사회,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

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 바이오에너지를  바

이오매스에서 추출한 에너지만으로 한정하여 바이오매스는 연료이고 바이오에너지는 연

료에 함유된 에너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이오에너지란 용어는 유럽지역에서 선호하며, 

북미지역에서는 생물연료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1).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에서 바이오에너지를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및 

이들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범위에 해당되는 

1) http://en.wikipedia.org/wiki/Bioenergy

목질 바이오에너지 확대



목질 바이오에너지 확대			I			139

연료로는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와 

쓰레기 매립장의 유기성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 가스, 동물·식물의 유지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로 정하

고 있다2). 

 그리고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바이오에너지를 “바이오매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생산된 바이오연료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를 의미하며 바이오에너지에는 바이오매스

와 바이오매스를 가공 및 추출한 것으로 브리켓, 숯, 펠릿, 칩, 바이오에탄올, 메탄올, 바

이오가스, 목가스 바이오디젤 등이 있다고(백기현 등, 2011) 협의로 정의하고 있다.

(2) 바이오에너지 이용과 기후변화 완화

바이오에너지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나 연료를 의미하므로 바이오매스가 

기후변화 완화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이오매스는 태양에너지

를 받아 유기물을 합성하는 식물체와 이들을 식량으로 하는 동물, 미생물을 총칭하는 용어

이다(백기현 등, 2011). 식물체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와 물을 화학에

너지로 전환된 태양에너지를 사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 광합성작용에 의해 유기물을 합

성하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많아지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량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이용하면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소비량이 줄어

들어 화석연료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여 대기 중에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농

도를 낮출 수가 있다.

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열,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

열, 해양에너지 및 폐기물에너지의 8개 분야로 정의하고 있으나 IEA에서는 태양광과 태

양열 발전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폐기물에너지를 제외한 6개의 에너지 자원으로 구분

한다. IEA 기준에 따른 지구상에 존재하는 재생에너지의 총량은 현재 전 지구인이 사용

하는 1차 에너지 소비량의 약 2,000배 이상이며 이중 태양에너지가 가장 많아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의 약 1,800배에 달하며, 그 다음이 풍력으로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량의 200배에 달하는 에너지 잠재량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바이오에너지 잠재량은 1차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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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량의 약 20배로 비교적 적지만(	[그림	3-61] 참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재생에너

지 중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세계 총 에너지소비량의 18%를 

점하고 있다(	[그림	3-62] 참고).

(3)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이용 실태 및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율이 96.5%로써 에너지원별 소비구조를 보면 화석연료

인 석탄과 석유 및 천연가스 비중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82.7%를 점유한다(지식경제부. 

2011). 이처럼 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제 원유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만약 국제원유가격이 10% 상승하면 국내 GDP는 0.35% 감소하고 소

비자 물가는 0.23% 정도 상승하므로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의

존도를 낮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8)에서 국

내 부존자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을 2007년 2.4%에서 2030년 11.4%까지 확

대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 보급비중을 2007년 6.0%에서 2030년에는 

30.8%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특히 발전분야의 석탄 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기 위해 500MWh 규모 이상

의 발전 사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부가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2012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시행 될 RPS 제도에 의하면 2012년 2%

의 의무 비율을 매년 0.5~1% 씩 증가시켜 2022년에는 10%까지 확대해 갈 계획이다. 그

러므로 RPS 제도 시행에 대비해 발전업계에서는 석탄을 대체할 에너지자원으로 목질계 

그림 3-61 (좌)

지구상 

재생에너지의 

잠재량

그림 3-62 (우)

2006년 전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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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이며 이들이 요구하는 에너지용 목질 바

이오매스량은 2009년 31만톤에서 2010년 67만톤으로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3). 

그러나 산림청에서 추정한 국내산 목재 생산 및 이용 현황에 따르면 2010년에 국내에

서 생산된 목재는 총 764만㎥로 이 중 49%인 372만㎥의 목재가 이용되었으며 이 중 5%인 

18만㎥만이 연료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산림청은 목질계 연료에 대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현행 숲 가꾸기 사업의 간벌률 26%와 산물 수집률 23%를 강도 간벌 실시로 간

벌률을 35%로 올리고, 숲 가꾸기 산물의 기계화 수집을 확대하여 수집률을 30%로 증가시

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증산 대책으로도 향후 예측되는 

목질계 바이매스 자원의 부족량을 해소할 수가 없어 4대강 유역의 수변지역이나 새만금 간

척지 등 유휴지 5천ha에 대해 단벌기 목재 바이오매스 생산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형 목재 연료

(1) 주요 수종의 연료적 특성

목재 고형연료는 수종 별로 화학성분의 조성차이에 따라 발열량과 회분 함량 등의 수

종별 연료특성이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형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주요 수종들의 연

료적 특성과 관련된 원소 조성 및 발열량은 표 3-14와 같다.

3) 산림청 내부자료

그림 3-63
2010년 

국산목재 이용 

현황

산림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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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재 고형연료의 분류

① 장작(화목)

장작은 간벌이나 벌채 등의 산림작업에 의해 생산되는 산물 중 산업적 이용가치가 낮

은 소경재나 가지들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후 도끼나 유압식 스프리터(Splitter) 등으로 쪼

개거나 원목 제재 시 생산되는 재제 피죽을 일정한 규격으로 잘라 만든 연료이다. 생산공

정이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주로 농산촌의 재래식 개별난방이나 찜질방 등에서 사용

된다. 

일반적으로 장작의 크기는 길이 35~45cm, 직경 10~15cm 이하로 가공하며 부피단

위로 판매 된다.

수종
구성	원소비	(%) 발열량

(MJ/kg)탄소 수소	 질소	 산소

소나무 48.2 6.30 미량 45.5 20.83

리기다소나무 50.9 6.60 0.14 42.3 19.77

잣나무 49.0 6.38 미량 44.6 21.49

일본잎갈나무	 49.2 6.50 미량 44.4 20.39

백합나무 48.0 6.35 0.19 45.5 18.65

현사시나무 46.8 6.19 미량 46.9 19.58

플라타너스 47.5 6.32 0.18 46.0 19.77

오리나무 48.9 6.33 0.16 44.6 19.09

느티나무 48.9 6.13 0.26 44.7 18.87

밤나무 50.0 6.07 0.15 43.8 19.05

그림 3-64 (좌)

판매단위로 

포장한 화목

그림 3-65 (우)

유압식 스프리터

source:

en.wikipedia.org/ 

wiki/firewood

표 3-14
국내 주요 

수종들의 원소 

조성과 발열량 

비교

조성택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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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료용 목재칩

연료용 목재칩은 제조 방법에 따라 칩과 호그로 나뉜다. 디스크 칩퍼나 드럼 칩퍼와 같

이 날카로운 칼날을 장착한 기계로 나무를 절삭하여 만든 것을 칩(Chip)이라고 하고, 헤머밀 

등과 같이 나무를 분쇄기와의 마찰력과 파쇄력으로 분쇄하는 것을 호그(Hog)라고 한다.

칩퍼는 주로 산림에서 생산된 원목이나 가지를 분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반면에 나무

뿌리나 목조주택 해체재 및 포장재 등과 같이 이물질이 많이 포함된 원료는 헤머밀로 분쇄

되어 호그로 제조된다.

연료용 목재칩은 원료의 형태가 비교적 일정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대형 열에너지 생

산용 원료로 적합하여 동두천, 서대구 등 7개의 민간 발전소가 폐목재칩을 이용하여 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열병합발전소가 사용하는 연간 폐목재 사용량은 2009년 약 

61만톤에서 2010년 약 69만톤으로 늘었으며 2011년도에는 약 71만톤의 폐목재칩 연료

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4)

그러나 2012년부터 RPS 제도의 시행으로 연료용 목재칩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되므로 국내 목재칩 연료시장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칩의 원료 확보와 관련 규격 

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외국의 연료용 목질 칩 규격을 참고하여 국내

에 적용가능한 연료용 목재칩 규격이 일부 마련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표 3-15와 같다.

4) 한국경제. 폐목재값 몸값 껑충...PB업계 ‘초비상’. 2011. 12. 3

그림 3-66
목재칩을 

이용한 서대구 

열병합발전 시설 

공정도

(주)케너택 

(2006) 목재계 

바이오매스 

에너지사업 

설명자료

목재연료	저장소

목재연료	이송장치

과열증기보일러
암모니아저장조

체인콘베이너

체인콘베이너

공급장치

유압장치

소제송풍

SNCR

압입송풍 순환송풍

과열기

연소가스재순환

재이송장치(자동)

재이송장치(자동)

절탄기

탈기기

순수탱크 순수처리장치

멀티사이클론 공기예열기

전기집진기

유인송풍기

굴뚝

재저장고

증기터빈

소내소비

   목재연료의 흐름
   증기의 흐름
   보일러용수의 흐름
   연소가스의 흐름
   공기의 흐름
   소각재의 흐름
   전기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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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격 안에서는 연료용 목재칩을 형태에 따라 목재 연료칩과 호그로 구분하고 연료 

칩은 벌채나 제재 부산물로 생산한 것으로 한정하고, 호그는 건축 해체재나 사업장 폐기물

과 같이 사용 원료에 따라 호그 A와 호그 B로 나누어 총 3종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3종류의 연료용 칩에 대해 각각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림 3-67 (좌)

연료용 목재칩

그림 3-68 (우)

연료용 목재 

호그칩

구분 연료용	목재칩
호그

A B

원료
산림작업	산물,
개발부산물,
제재부산물

연료용	
목재칩과	동일

-				페인트	등	일부	화학물질	
오염목재	이용가능

-	방부처리목	사용금지

크기
균일성

습량무게의	80%

16㎜~	45㎜	이하
16㎜~	63㎜	이하
16㎜~100㎜	이하

16㎜~	63㎜	이하
16㎜~100㎜	이하
16㎜~200㎜	이하

미세분 5㎜이하	입자 습량	무게	기준	5%	미만

회분 건량무게	기준

	0.7%	이하
1.5%	이하
3.0%	이하
6.0%	이하

	1.5%	이하
3.0%	이하
6.0%	이하
10.0%	이하

함수율 습량무게	기준
20%	이하
30%	이하
40%	이하

발열량 저위발열량

1,900㎉/㎏	이상
2,700㎉/㎏	이상
3,500㎉/㎏	이상
4,300㎉/㎏	이상

질소 건조무게	기준 1.0%	이하
3.0%	이하
6.0%	이하

유황 건조무게	기준 0.05%	미만 1.20%	이하

염소 건조무게	기준 0.05%	미만 0.30%	이하

무기금속

수은 - 1.0㎎/㎏	이하

납 - 30.0㎎/㎏	이하

카드뮴 - 2.0㎎/㎏	이하

비소 - 2.0㎎/㎏	이하

크롬 - 30.0㎎/㎏	이하

표 3-15
연료용 목재칩과 

호그의 품질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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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목재 펠릿

목재 펠릿은 원목이나 목재를 가공할 때 발생되는 톱밥이나 대패밥을 압축시켜 일정

한 형태 만든 고밀화 목재 연료이다. 목재 펠릿은 앞서 언급한 화목이나 연료용 칩보다 가

공과정이 복잡하고 가공 에너지 소비가 많아 다른 목재 연료보다 가격이 비싼 단점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펠릿은 고밀화 성형공정에 의해 연료의 형태와 함수율이 비교적 균일하

게 제조되므로 연료 공급의 자동화가 가능하고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화석연료

를 대체할 친환경 연료로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여주에 소재하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중부목재유통센터에 시간당 2톤 규모

의 생산력을 갖춘 펠릿공장이 설치된 이래 2011년 현재 21개의 펠릿 생산 시설이 가동 또

는 설치 중이며 이들의 총 연간 생산용량은 약 20만톤에 달한다.

목재펠릿은 제조 특성 상 발열량이 비교적 균일하여 투입된 펠릿의 무게에 따라 일정

한 열량의 생산이 가능하므로 산업용이나 가정용으로 적합하며, 겉보기밀도가 약 640kg/

㎥로써 산림작업 부산물인 잔가지나 원목보다 부피가 줄어들어 운송 및 보관이 용이하다

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펠릿연료는 친환경 연료이므로 연소 시 배출가스 중 대기오염물질

인 질소나 황 산화물의 발생량이 여타 다른 고체연료보다 현저히 낮다. 탄소중립 연료인 

목재 펠릿 1톤을 경유나 등유와 같은 난방 연료로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저

감효과는 각각 1.29톤과 1.25톤으로 조사되었다.

ㄱ. 목재 펠릿 제조과정

펠릿제조 공정은 톱밥 제조, 건조, 분쇄 및 정선과 펠릿 성형 및 포장의 단계로 나뉜

다. 원료 조제는 펠릿 제조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톱밥 제조와 건조 공정을 

※*	:	고형연료	배출가스	기준

표 3-16
펠릿 연소 시    

배출가스 농도

항목 단위 배출기준* 배출농도

황산화물(SOx) ppm 100 미검출

질소	산화물(NOx) ppm 150 24

일산화탄소(CO) ppm 300 73.4

미세분진	 mg/㎥ 100 63.6

※*CO2	저감량	:	화석연료	대체량	×	CO2	발생량

표 3-17
CO2 저감량

산림청 내부 자료, 

2011

연		료 경유 보일러	등유 유연탄

CO2	저감량* 1.29톤 1.25톤 1.68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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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으며 이 공정에 소비되는 에너지량은 전체 펠릿공정의 에너지 소비량의 약 

78%를 점하고 있다(이형우, 2008). 특히 톱밥 함수율은 목재 펠릿 성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예를 들면 톱밥의 함수율이 8%이하로 너무 낮으면 펠릿의 성형이 곤란하고, 

함수율이 15%이상 너무 높으면 성형된 펠릿 내에 포함된 수증기가 대기 중에서 팽창을 하

여 제조된 펠릿이 부서져 미세분 함량이 증가하고 내구성이 낮아진다. 그리고 펠릿 제조 

시 톱밥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펠릿 성형 시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톱밥 크기

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펠릿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ㄴ. 목재 펠릿 규격

시중에 유통되는 펠릿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럽이나 일본 등 펠릿 

이용이 비교적 활발한 나라들에서는 정부나 협회를 중심으로 연료용 펠릿의 규격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유럽의 펠릿 규격은 재활용 목재의 사용여부에 따라 A class와 B class로 나누고, A 

class 펠릿은 다시 원료에 수피 함유 여부에 따라 1, 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원료적 특성

에 따라 차이가 나는 회분, 질소 및 염소 함량의 제한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목재 펠릿을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하

여 생산하는 작은 원통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 연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방부제, 

도료 등 화학물질이 처리된 목재, 가구와 건축물로부터 해체된 목재 및 이력이 불분명한 

그림 3-69
목재 펠릿 

제조과정

1. 폐잔재 수집

7. 펠릿 포장

2. 톱밥 생산 3. 대패밥 이용

6. 펠릿 성형

4. 톱밥 건조

5. 톱밥 정선·분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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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는 펠릿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펠릿 등급은 품질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등급별 성능항목 규격은 아래 표 3-18과 같다.

펠릿의 회분량이 많으면 펠릿 연소실 내에 슬러그가 생겨 열효율을 저하시키며 회분

을 자주 제거해야하므로 보일러의 사용 효율이 저하 된다. 그러므로 목재 펠릿의 등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회분 함량이다. 

일본은 펠릿 규격을 정부가 규정하지 않고 펠릿클럽이나 일본연소기기검사협회와 같

은 민간단체에서 품질 규격을 정해 사용하며, 펠릿연료 보급에 관심이 매우 큰 이와테현은 

지자체에서 규격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보급 및 제조기술

 (1) 바이오에탄올 보급 현황

미국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발전 다음으로 많은 연간 

약 20억 이산화탄소 톤으로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25%를 점하고 있으며, 미국에

서 소비하는 석유자원의 약 68%가 자동차 연료로 이용되고 있다(Western governors’ 

특				성 단위 1급	펠릿 2급	펠릿 3급	펠릿 4급	펠릿

크기(지름) mm 6-8 6-8 6-8 6-25

크기(길이) mm ≤32 ≤32 ≤32 ≤32

겉보기밀도 kg/㎥ ≥640 ≥600 ≥550 ≥500

함수율 % ≤10 ≤10 ≤15 ≤15

회		분 % ≤0.7 ≤1.5 ≤3.0 ≤6.0

미세분 % ＜1.0 ＜1.0 ＜2.0 ＜2.0

내구성 % ≥97.5 ≥97.5 ≥95 ≥95

발열량
kcal/kg
(MJ/kg)

≥4,300
(≥18.0)

≥4,300
(≥18.0)

≥4,040
(≥16.9)

≥4,040
(≥16.9)

유황분 % ＜0.05 ＜0.05 ＜0.05 ＜0.05

염소분 % ＜0.05 ＜0.05 ＜0.05 ＜0.05

질소분 % ＜0.3 ＜0.3 ＜0.3 ＜0.3

기타첨가물 % ＜2.0 ＜2.0 ＜2.0 ＜2.0

표 3-18
우리나라 

목재펠릿의 품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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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2008). 그러므로 미국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

나가 자동차용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에탄올 생산이다. 미국은 자국의 풍부한 자

원인 옥수수로부터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여 휘발유와 혼합한 E10(휘발유에 에탄올 10%

를 혼합한 자동차 연료)을 보급하였으나 식량자원의 연료화로 인하여 곡물 수요와 가격이 

급증하고 개발도상국의 식량부족을 야기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식량 자원인 

목질계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 연료 등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바이

오연료 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미이용 바이오매스로 부터 연간 약 2억 리터의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고 생산단가를 리터당 40엔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 중

이다. 이를 위하여 미이용 바이오매스자원인 볏짚, 밀짚, 삼나무 등 기존 바이오매스 원료

와 신규 에너지 작물(사탕무우, 사탕수수, 참억새, 버드나무, 포플러, 유칼립투스 등)을 바

이오에탄올용 원료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바이오에탄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바이오에탄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에 의하면 

2015년에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2.5%, 2020년에는 6%, 2030년에는 10%를 대체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바이오에탄올(BE)의 사용에 따른 이산화

탄소 저감량 및 신재생에너지보급에의 기여도는 표 3-19와 같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1).

※	1.	1997~2009년까지	국내	휘발유사용량	기준으로	추정(석유공사	자료)

	 2.	1kL	BE	사용	시	2.1톤	CO2	저감(IPCC	탄소배출계수로부터	계산)

	 3.	BE(바이오에탄올)	밀도	:	0.789,	BE	TOE	환산계수	:	0.64

	 4.	에너지관리공단	자료	참조

구				분 2015년 2020년 2030년

휘발유	사용	전망1)(천kL) 10,354	 10,577	 10,836	

녹색성장위원회	목표(비율	%) 3.0% 6.0% 10.0%

BE	혼합량(천kL/톤) 311/245,079	 635/500,715 1,084/854,960	

CO2저감량2)(천톤) 652	 1,333	 2,276	

BE	보급량3)(TOE) 156,851	 320,458	 547,175	

‘08년	신재생에너지보급량4)(TOE) 5,858,481	 5,858,481	 5,858,481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여도 2.68% 5.47% 9.34%

표 3-19
이산화탄소 

저감량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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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제조 

목질계 자원으로부터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공정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목질계 자원

은 전분계 자원과는 구성 성분의 구조가 달라 에탄올 발효 전에 전처리와 가수분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목질계 자원의 당화를 위한 가수분해 공정 개발 역사는 1819년 프랑스의 Braconnot

가 진한 황산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목재 섬유소로부터 포도당을 생산한 사실에서부터 시

작된다. 그러나 대규모 생산은 1918년 미국에서 Hardson 등이 옥수수대를 이용해 묽은 

황산으로 전 가수분해한 후 진한 황산으로 본 가수분해를 하는 공정을 개발하면서 가능해

졌다(신동소 등, 1983). 이 공정이 개발된 후 목질계 에탄올 생산은 세계 2차 대전 중 미

국과 소련, 이태리 등에서 전쟁용 군수 물품인 휘발유를 대체할 연료 생산을 위해 이루어 

졌으나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경제성이 낮아 더 이상 산업화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산 당화액으로부터 알콜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 당화액을 수산화칼슘 등의 알카리성 

화학약품으로 중화를 시킨 후 효모로 발효해서 에탄올을 생산한다. 산 당화법은 중화 공정

에서 생성되는 황산칼슘과 같은 부산물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하고 반응온도가 높아 에너

지 소비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3-70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제조 과정.

1단계:
목질 연료

2단계:
전처리

3단계:
가수분해

4단계:
발  효

구			분 국		가 구			분 국		가

-	농황산법 -	염산가스법

			●	Peoria	법(NRRL	법)	 미		국 			●	Proder	법 독		일

			●	Giordani	법	 이태리 			●	Darboven	법 독		일

			●	북해도법 일		본 			●	野口연구소법 일		본

-	농염산법 -	희황산고온법

			●	Bergius_Rheinau	법 독		일 			●	Scholler-Tornesh	법	 독		일

			●	New	Rheinau	법	 독		일 			●	Madison	법 미		국

표 3-20
기존의 산 당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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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산당화법의 단점을 개선한 친환경적 목질 에탄올 생산을 위해 효소당화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효소당화법은 반응이 상온에서 진행되므로 에너지 소비가 적고 별도

의 중화공정 없이 반응액으로부터 직접 에탄올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적 공정이지만 당화 

효소가격이 비싸고 에탄올 생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못하였다. 그

러나 최근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여 저렴하고 효능이 높은 목재분해 효소의 대량생산이 

가능해 짐에 따라 캐나다와 미국에서 Pilot 규모의 에탄올 생산 공장이 운영 중이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그룹에서는 초임계수를 이용한 목재 당화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를 추진 중이다. 물에 240기압의 압력을 가한 후 375℃로 가열하면 물은 액체와 기체형태

를 동시에 갖는 초임계수 상태로 바뀌게 된다. 초임계수의 유전상수(誘電常數)은 2~30으

로 일반 물의 유전율 80보다 낮아 헥산이나 메탄올과 같은 유기용매 성질을 갖는 것과 동

시에 산성을 띄게 되므로 초임계수로 목재를 가수분해할 수 있다. 

0.05% 현사시나무 목분 현탁액과 미량의 염산을 함유한 초임계수를 380℃의 온도로 

가열된 반응기에 넣고 1분간 반응을 시키면 목재의 70%가 분해되며 포도당과 자일로스를 

합한 단당(單糖) 수율은 23.2%로 현사시 목재 구성당의 38.7%가 회수된다(최준원 등, 

2006). 그래서 미국의 Renmatix 사는 초임계수 당화법을 이용한 Plantorose 공정을 개

발하여 시운전 중이며 이 공정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공장 용량이 연간 10만톤 이상의 목

재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된다고 Renmatix 사는 제안하고 있다.5)

5)    http://renmatix.com

그림 3-71
현사시 목분의 

초임계수 

분해액에 함유된 

당 성분 분석

※	Ara:아라비노오스,	Xyl:자일로오스,	Man:만노오스,	Gal:갈락토오스,	Glu:글루코오스,	IS:내부표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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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와 바이오오일 제조

 (1) 목재 성분의 열분해 특성

열분해란 엄격한 의미로 산소가 전혀 없는 조건에서 열에 의해 고분자의 목재성분을 

저분자화시키거나 분해된 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열분해 공정은 생성되는 산

물의 형태에 따라 열분해와 가스화로 나뉜다. 가스화는 생산되는 산물의 구성 성분이 간단

한 반면 연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촉매를 이용한 개질반응이 필요하다.

목재를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가열을 하면 목재 성분인 셀룰로오스, 헤미셀룰오스 및 

리그닌이 저분자화되고 저분자화된 산물이 분해되어 다양한 형태의 산물로 변환되는데 목

재 주요성분들의 열분해 거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 100℃ 까지는 목재내의 수분이 증발하고 실질적인 목재 성분의 분해는 200℃부

터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다. 200~300℃ 근처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톱밥의 중량 감소는 

헤미셀룰로오스와 셀룰로오스, 리그닌 모두의 분해가 시작되지만 특히 헤미셀룰로오스가 

주로 분해가 되며 300℃ 이후에서는 셀룰로오스의 분해가 가속되기 시작해서 목재 분해 

속도가 최대가 되는 358℃에서는 셀룰로오스의 결정영역이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에도 온도상승에 따라 목재의 중량이 감소되는데 이는 목재 중에 포함된 리그닌이 분

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800℃ 이후에도 약 10%의 잔사가 남아 탄이 된다.

그림 3-72
백합나무 목분의 

열중량 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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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속열분해에 의한 바이오오일 생산 및 특성

① 급속열분해

바이오매스의 급속열분해는 1980년대 주로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나 

경제성이 낮고 생산되는 연료의 품질이 불균일하고 조악해서 상용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급속열분해로 액체 연료인 바이오오일의 생산이 가능하고 이 산물을 Fisher-Tropsh 반

응 등을 이용하면 경유나 등유와 같은 양질의 난방용 액체연료를 제조할 수가 있어 최근 

들어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

급속열분해 기술의 장점으로는 1) 공정이 간단해서 가공비가 적게 들고 2) 소규모 발

전, 경유, 석탄과 혼소하여 대형 발전용 연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3) 저장 및 운송이 용이하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백기현 등, 2011).  

목재로부터 바이오오일 생산을 위한 급속열분해 공정 모식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반

응기 내부에는 목분에 열전달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모래와 같은 열전달 매체를 넣고 질소

를 주입하여 반응기 내부를 비활성 상태로 만들고 열 전달 매체인 모래가 반응기 하부에서 

유동하며 고루 분산되도록 하여 반응기를 가열한 후 반응기가 적정 온도에 도달하면 1mm 

이하 크기의 목분을 공기 유입 없이 스크류형 목분 공급기를 통해 반응기에 투입한다. 반

응시간은 주입하는 질소량으로 적절하게 조절한다. 열분해된 목분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싸이클론(Cyclone)을 통해 가스 중의 탄 가루나 모래를 제거하고 가스 중의 응축성 가스

는 냉각장치와 전기집진장치를 거치면서 응축되어 바이오오일이 된다.

그림 3-73
유동상 

급속열분해 공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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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열분해 공정에 영향하는 인자로는 크게 원료 종류와 제조 공정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원료적 요인으로는 수종의 주성분 조성이나 원소 조성비, 입자크기, 무기성분 종류 

및 함량 등이 있으며 공정 요인으로는 반응기 종류, 반응온도, 시료의 반응기 내 체류시

간, 시료 투입 속도 등을 들 수 있다. 

급속열분해 시 반응기 온도는 약 500℃가 적당하며 이보다 높거나 낮으면 바이오오

일 수율은 낮아진다. 500℃ 이하에서는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바이오오일 수율은 증

가하지만 500℃ 이상에서는 온도를 증가시키면 오히려 바이오오일의 수율은 감소하고 비

응축성 가스의 발생량이 증가하므로 바이오오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반응온

도의 설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반응시간과 바이오오일의 수율과의 관계는 반응시간이 짧아질수록 수율은 증

가하지만 반대로 바이오 탄과 비응축 가스의 수율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반응시간

이 짧을수록 열분해 산물의 반응기 내 체류시간이 짧아지므로 2차 반응에 의한 응축성 가

스의 분해가 줄어들어 바이오오일 수율은 높아지고 바이오 탄과 비응축성 가스의 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구		분 400℃ 450℃ 500℃ 550℃

바이오	오일 50.16	 66.42	 68.45	 63.87	

바이오	탄 28.86	 11.94	 9.71	 7.94	

비응축	가스 20.97	 21.64	 21.84	 28.19	

표 3-21
반응 온도에 

따른 열분해 

산물의 수율 

변화

※	원료:	0.75mm	이하	백합나무	목분,	반응시간	1.93초,	함수율:	10%

※	원료:	0.75mm	이하	백합나무	목분,	반응시간	1.93초,	함수율:	10%

구		분 7.75초 3.87초 2.58초 1.93초 1.55초 1.29초

바이오	오일 51.61	 61.78	 64.62	 68.45 68.63 68.28	

바이오	탄 17.87	 14.15	 10.89	 	9.71 	8.23 	8.92	

비응축	가스 30.53	 24.07	 24.48	 21.84 23.14 22.80	

표 3-22
체류시간에 따른 

열분해 산물의 

수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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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이오오일의 성상과 용도

급속열분해 산물인 바이오오일은 물에 녹는 수용성 물질과 불용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바이오오일에 함유된 수용성 물질은 셀룰로오스나 헤미셀룰로오스가 열분해 되어 

생성되는 물질로 산소가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강한 산성을 띈다. 이에 비해 불용성 부분

은 산소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리그닌에서 유래되는 물질로서 수용성 물질에 비해 

열량이 높다.

바이오오일은 목재가 열분해되어 생긴 물질로서 매우 다양한 구성성분을 함유하고 있

지만 이들 성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제조된 바이오오일

에서 에스테르화나 에테르화 및 중합반응 등과 같은 화학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백합나무 목분을 급속열분해해서 생산한 바이오오일을 GC/MS로 분석한 결과 70여

개의 화합물 피크가 검출되었으며 이 중 30가지 피크의 화합물을 규명하였다. 규명된 화

합물 중 13개는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 등 다당류로부터 유래되었으며, 나머지 17

개 화합물은 리그닌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급속열분해 반응온도가 상

승함에 따라 다당류에서 유래한 화합물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바이오오일을 연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오일의 산소함량을 낮추어 열량은 높

이고, pH는 낮추어야 한다. 바이오오일 중의 산소함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바이오오일에 

특		성 바이오오일*	 중유**

함수율(wt%) 25.4 0.1

pH 	2.3 -

원소	조성(wt%)

		탄소 40.2 85

		수소 	6.8 11

		산소 52.8 1.0

		질소 	0.3 0.3

발열량(	HHV,	MJ/kg) 16.6 40

표 3-23
바이오오일과 

중유의 연료적 

특성 비교

※		*	백합나무	바이오오일(500℃,	1.93초	반응),	

			**	NSF(2008).	Breaking	the	chemical	and	engineering	barriers	to	lignocellulosic	bio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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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높은 압력을 가하고 천천히 수소를 유입시키는 크래킹 수소화분해법이 이용되고 있

으며, 바이오오일의 산도를 낮출 수 있는 전처리 방법은 연구 중에 있다. 만약 바이오오일

의 pH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가 있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기존의 석유 정제장치를 활용해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생산할 수가 있다(NSF, 2008). 그리고 바이오오일의 일

부 성분은 식품가공용 향료나 서방성 비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화학원료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림 3-74
바이오일 내 

저분자 화합물의 

GC/MS 분석 

결과



156			I			제3장  탄소순환시스템 구축

표 3-24
반응온도별 

생산된 

바이오오일의 

성분 및 함량 분석

화합물 농		도	(mg/g)

반응시간:	1.9초

400°C 450°C 500°C 550°C

Carbohydrates

1.	Acetic	acid 3.19 2.54 2.63 2.92

2.	Propanoic	acid 0.80 0.63 0.85 0.88

3.	Propyl	aldehyde - 0.95 1.92 1.96

4.	3-Furaldehyde - - - 0.07

5.	2-Furaldehyde 0.72 0.44 0.42 0.12

6.	2-Butanone 1.69 1.89 1.96 1.84

7.	1-Acetyloxy-2-propanone 1.26 1.86 2.14 2.17

8.	4-Cyclopentene-1,3-dione 0.18 0.37 0.34 0.55

9.	2(5H)-Furanone 1.38 2.03 2.02 2.34

10.	3,4-Dihydro-2H-pyran-2-one 0.90 0.66 0.56 0.66

11.	1,2-Cyclopentanedione 0.30 0.29 0.30 0.33

12.			2-Hydroxy-3-methyl-2-
cyclopenten-1-one

1.57 1.60 1.29 0.99

13.			3,5-Dihydroxy-2-methyl-4H-
pyran-4-one

0.69 0.41 0.46 1.20

12.68 13.67 14.89 16.03

Lignin

H	unit
14.	Phenol	 0.15 0.17 0.19 0.25

0.15 0.17 0.19 0.25

G	unit

15.	p-Guaiacol 0.26 0.39 0.39 0.37

16.	3,5-Dihydroxybenzaldehyde 0.31 0.29 0.26 0.18

17.	p-Cresol 0.44 0.41 0.41 0.40

18.	3-Methoxy-pyrocatechol 0.69 0.55 0.57 1.46

19.	Eugenol 0.29 0.27 0.30 0.42

20.	Vanillin 0.34 0.41 0.46 0.61

21.	Vanillic	acid 1.44 1.44 1.35 1.05

22.	Isoeugenol 1.07 0.94 0.82 1.00

23.	4-Propyl	guaiacol 0.49 0.33 0.67 0.50

24.	Coniferaldehyde - - 0.06 -

5.33 5.03 5.29 5.99

S	unit

25.	Syringol 3.41 2.97 2.79 2.63

26.	2,3,5-Trimethoxytoluene 0.79 0.76 0.67 0.38

27.	Syringealdehyde 0.86 1.25 1.60 1.54

28.	Methoxy	eugenol 4.36 4.48 3.49 2.56

29.	Acetosyringon 0.73 0.93 1.01 0.94

30.	Unknown(syringyl	unit) 0.79 0.71 0.60 0.28

31.	Synapylaldehyde 0.14 0.33 0.46 0.34

11.08 11.43 10.62 8.67

16.56 16.63 16.10 14.91

Total 29.2 30.3 31.0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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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배경 및 추진경위

(1)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배경

국내 에너지 총 공급량은 236.5백만 TOE(2007년 기준)로 석유, 석탄 등 1차 에너지

가 대부분이고,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4%(39억 TOE)로 

매우 낮다. 국내 잠재량이 풍부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등의 활용이 미흡하다. 

폐자원계 바이오매스는 에너지 생산단가도 태양광의 10%, 풍력의 66%로 저렴한 비

용으로 폐자원을 에너지로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태양광, 풍력 

등은 미래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단기간 내 에너지 생산량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 폐자원 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서 기후변화에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국내 활용 가능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자급

율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성장 동력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다.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08년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패러다임으로 채

택한 이후, 정부의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 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하고자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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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 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마련되어 2010

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2010년 4월 16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

본법은 총칙,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저탄소 

사회의 구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보칙 등으로 구성되었다. 

산림청의 산림탄소순환마을 관련 조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 친환경 농

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이고, 정부는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

을 대폭 확충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도록 명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 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목적

	-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	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	2009.12.30.	제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률상	체계정비	및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함

	-	2010.	4.16.	제정

내용

	-	제1장	총칙
	-	제2장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
	-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	제7장	보칙
	-	부칙

	-	제1장	총칙
	-	제2장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
	-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	제7장	벌칙
	-	부칙

산림청
(산림탄소	
순환마을)
관련	조항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55조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③			정부는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40조	녹색국토의	관리
관련	-	「산림기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표 3-2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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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녹색국토의 관리에서 산림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추진경위

2008년 대통령은 건국 60주년을 맞이한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2008년 10월에 이의 일환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을 수립하고 후속 조치로 시행계획(2009.7)을 수립하여 대통

령에게 보고하였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관계부처 협의회(2009.3)를 통해 각 부처별로 시범사업

을 추진하고 2012년 본 사업 추진전략을 재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020년까지 전국에 

600개 녹색마을을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제고하겠다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구분 사업명 활용분야 사업기간 시범마을

행정안전부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폐자원,	자연력,
바이오매스

2010∼2012
가구	수	1,000가구	이내,	도시와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

농림수산
식품부

농촌형
저탄소	녹색마을

폐자원,	자연력,
바이오매스

2010∼2012
농촌마을	읍·면단위	이하
500가구	이내	규모

환경부
도시형

저탄소녹색마을
폐자원,	자연력,
바이오매스

2010∼2012
시지역의	동을	기준으로
1,000가구	이내	

바이오매스	시설	지원

산림청 산림탄소순환마을 목질	바이오매스 2010∼2012
산촌진흥지역	마을	중	50호	이상,	
참여율	전체가구의	70%이상	

표 3-26
각 부처별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그림 3-75
부처별 저탄소 

녹색마을조성 

시범사업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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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하여 에너지 자립 외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생태하천, 친환경주택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저탄소 녹색마을로 확대 발전시켜 제

2의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자립’과 ‘저탄소’를 지향하는 녹색마을의 조기 성공모델 창출과 전국적 확산

을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부처별로 시범사업 세부추진계

획을 수립하고 최적 사업조건을 갖춘 지자체를 선정해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

고 있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시범사업 내용

(1) 산림탄소순환마을 개념

산림청의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공모 요강에는 산림탄소순환마을은 “산촌지역

을 대상으로 산림을 가꾸고 필요한 연료 및 주택·시설자재 등을 자체 생산한 목재(부산물 

포함)로 이용하고 재생산하는 탄소순환시스템을 갖춘 마을”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2009년에 수행된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방안에 관한 용역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순

환마을(Forest carbon cycle community)의 정의를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 또는 미이

용 목질계 바이오매스(2차 산물 포함)를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품목을 개발하

여 생산과 유통과정에서는 지역민을 고용하고 소비는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지

는 체계적인 활용시스템을 갖춘 공동체”로서 목질계의 활용비율이 폐기 또는 미이용 바이

오매스 전체량의 50% 이상으로 화석연료의 대체효과에 의한 탄소배출 감축효과가 정량적

으로 측정이 가능한 지역 등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탄소순환마을 기반구축 및 모델개발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순

환마을을 “지산지소(地産地消)와 자원의 순환이용에 근거하여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산림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생산에서 이용까지 체계적인 활용 및 순환시스템을 통한 탄소배

출의 저감,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는 산촌마을”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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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계획

조성계획의 기본방향은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자립과 탄소저감을 실현하는 

산림탄소순환마을을 조성하고, 2013년까지 2개 시범마을 조성 후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

과제는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난방연료(펠릿) 등 에너지 공급, 목재를 활용한 주택·공

공시설 건축 확대, 탄소중립 교육과 산촌관광의 명소로 개발, 지자체·마을주민·지역단체 

등의 지역협력체 구축 및 탄소, 저감활동을 지역주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림 3-76
산림탄소 순환 

마을 개념도

표 3-27
산림탄소순환 

마을 조성 

시범사업과 

연계되는 법규 

내용

구	분 내																			용

	(1)	산림기본법

	산촌의	정의(제3조	2항),	산촌의	진흥(제8조)

	산림	휴양공간	조성	및	산림문화	창달(제20조)

	임업경영기반조성(제21조),	국유림	관리(제27조)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제28조),	도시와	산촌의	교류확대(제30조)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산림사업(제15조	1항),	국유림의	대부	등(제21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제22조),	대부료	등(제23조)

	임산물의	취득제한(제24조),	대부	등의	취소(제26조)

	(3)			산림자원의	조성	

및관리에	관한	법률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제12조)

	산림정화보호구역의	지정	등(제49조)

	(4)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재정지원(제4조),	소유구조개선(제5조),	경영구조개선(제6조),	

	유통구조개선(제7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제8조)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제9조),	임산물가공업의	지원	등(제10조)

	산림의	이용·지원(제16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제19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제21조),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제22조)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제23조),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제25조)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자(제26조),	산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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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시범사업 관련 법규

산림탄소순환마을은 산촌지역에 적합한 모델로서 자체적으로 산림자원을 생산하여 에

너지 및 목조주택 건축에 활용하고 재생산하는 탄소순환형 마을이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조

성 시범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산림관련 법규는 산림기본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다.

산촌의 지역개발계획 및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는 아직 법제화가 되

지 않은 관계로 계획수립, 인허가 및 사업수행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어 현재의 상

황에서는 단위 사업별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산림탄소순환마을 사업 개요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대상은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중 산림바이오매

스 등 목재 이용 활성화에 적합한 마을로서 사업 참여율이 전체 가구의 70% 이상이면서 

참여가구 수가 50가구 이상인 마을이다. 

시범조성사업의 기간은 3년(1년 설계, 2년 조성)이고, 사업비는 1개소 당 50억원 이

다. 예산부담률은 국고 50∼60%, 지방비 30∼40%, 자부담(10∼20%)으로 시행주체는 해

당 시장 및 군수다.

지원범위는 산림바이오매스(펠릿)을 활용한 난방 에너지(소형펠릿 제조) 시설 지원, 

공공시설의 목조건축 리모델링 및 펠릿 난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

그림 3-77
산림탄소 순환 

마을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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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신축 및 단열 리모델링 지원, 산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소득원 재배 난방시설 

지원, 홍보전산망 구축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 지원 등이다.

산림탄소순환마을의 난방에너지는 펠릿과 펠릿보일러 등 청정에너지를 활용하고, 취

락구조가 산촌(散村)형일 경우는 소형보일러를 통한 개별난방으로, 집촌(集村)형일 경우는 

집중식 난방이 되도록 중앙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탄소저감활동을 지역주

민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고 지자체, 마을주민 및 지역단체 등을 중심으로 저탄소 생활화를 

위한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할 계획이다. 참여주체별(주민, 지자체 등)로 탄소저감 활동에 

대한 역할분담과 실천, “탄소중립의 숲(My green) 프로그램” 참여 등을 유도해 탄소저감

을 일상화하는 주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조성여건 및 운영계획

(1) 산림탄소순환마을 사업대상지 조성여건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촌마을은 1999년∼2001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2009년에 산림탄소순환마을 시범사업마을로 선정되었다. 2010년에 기본설

계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2011년에 목조주택 신축 등 1년차 사업으로 조성 중에 있다. 강

경북	봉화	춘양	서벽 강원	화천	간동	유촌

가구	수(인구	수) 159가구(399명) 127가구(628명)

산림면적(농지면적) 1,301.0㏊(219.0㏊) 1,424.4㏊(245.9㏊)

마을	주요시설
및	산림문화자산

솔빛촌	커뮤니티센터,	농산물유통센터,
벽초정사,	금용사

마을	자치센터,	전통한옥	전수학교,
전통마을	숲	복원

목재생산기반시설	
및	관광자원

경림산업(목재칩생산),
산림조합목재집하장,

서벽	두네약수탕,	구룡산,	옥돌봉

목재과학단지,
목재문화	체험장,

평화의	댐(파로호),	산천어	축제

사업	참여	가구	수 121호	(76%) 95호	(75%)

주요	소득원	
및	특산물

산나물,	송이,	사과,	벼농사,
약초,	고추

산양삼,	블루베리,	느릅나무추출액,	
토봉,	송이,	애호박,	메뚜기	쌀

건축구조(가구	수)
한옥식(6),	목조	및	기타식(36),
벽돌콘크리트(16),	블록(29)

한옥식(5),	재래	및	기타식(49),
벽돌콘크리트(47),	샌드위치패널(36)

난방방식(가구	수)
기름(64),	심야전기(15),
화목	및	기타(21),	연탄(22)

기름(71),	심야전기(43),
화목	및	기타(16),	연탄(7)

표 3-28
산림탄소 순환 

마을 추진마을 

조성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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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산촌마을은 2007년∼2009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하

였고, 2010년에 산림탄소순환마을 시범사업마을로 선정되어 2011년 설계 중에 있다.

①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봉화군 서벽리 산촌마을은 가구 수가 159가구, 인구 수가 399명이며 산림면적은 

1,301.0㏊이다. 마을의 주요 시설 및 산림문화자산은 솔빛촌커뮤니티센터, 농산물유통센

터, 벽초정사, 금용사 등이다. 목재생산기반시설 및 관광자원은 경림산업(목재칩생산시

설), 산림조합목재집하장, 서벽 두네약수탕, 구룡산, 옥돌봉이 있다.

사업 참여 가구 수는 121호(참여율 76%)이고, 주요 소득원 및 특산물은 산나물, 송

이, 사과, 벼농사, 약초, 고추 등이다. 건축구조는 목조 및 기타(36가구), 블록(29가구), 

벽돌콘크리트(16가구), 한옥식(6가구)의 순서였다. 난방방식은 기름(64가구), 연탄(22가

구), 화목 및 기타(21가구), 심야전기(15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봉화군 춘양면의 임상별 분포는 침엽수림이 63%, 활엽수림이 29%, 혼효림이 8%의 

순으로 분포하고, 영급별 분포는 Ⅳ영급이 31.6%, Ⅲ영급이 26.8%, Ⅴ영급이 19.3%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3-78
산림탄소 순환 

마을 조성계획도

봉화군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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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벽리 산촌마을에서 1년간 생산이 가능한 목재바이오매스 총량은 1,223톤으로 산림

부산물(숲 가꾸기)이 784톤, 과수(사과)전정목이 439톤으로 조사되었다. 서벽리 산촌마을

이 목재칩을 난방연료로 활용할 경우에 1가구 당 기준평수 30평을 기준으로 하루 5시간씩 

5개월(11월∼익년 3월까지)간 보일러를 가동한다면 목재칩이 연간 6.3톤(42㎏/1일)이 필

요하게 된다.

*	무립목지	면적은	혼효림에	포함하여	계산

경북	봉화	춘양면	(14,327㏊) 강원	화천	간동면	(9.872㏊)

임
상
별

침엽수림
(%)

8,971㏊(63%)
소나무	5,289㏊
낙엽송	2,343㏊
잣나무	1,216㏊

3,506㏊	(35%)
소나무	1,955㏊
낙엽송	945㏊
잣나무	522㏊

활엽수림
(%)

4,139㏊	(29%) 2,321㏊	(24%)

혼효림
(%)

1,217㏊	(8%) 4,044㏊	(41%)

주
요
영
급
별

Ⅲ영급 3,845㏊	(26.8%) 4,208㏊	(42.7%)

Ⅳ영급 4,529㏊	(31.6%) 3.025㏊	(30.6%)

Ⅴ영급 2,769㏊	(19.3%) 419㏊	(4.2%)

표 3-29
산림탄소 순환 

마을 추진마을 

산림자원 분석 

그림 3-79 (좌)

춘양면 임상분포

그림 3-80 (우)

춘양면 영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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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벽리의 바이오매스 총량이 1,223톤이므로 연간 목재칩을 난방연료로 활용할 수 있

는 이용가구 수는 194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서벽리 산림탄소순환마을 사업 

참여 희망가구 수가 121가구이므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전체 사업 참여 희망가구 수 121가구 중 86%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의 사용과 

자동차 이용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마을에서 난방에너

지 사용에 의하여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478 CO2톤으로 계산되었다. 

이 양을 가구당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3.95 CO2톤

이다. 서벽리 산촌마을이 산림탄소순환마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조성사업을 완료하

고 펠릿의 사용과 탄소저감을 위한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면, 마을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재의 478 CO2톤에서 380 CO2톤을 감축하여 98 

CO2톤만 배출하게 된다. 따라서 가구당 마을의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은 현재 3.95 CO2

톤에서 3.14 CO2톤를 감축하여 가구당 0.81 CO2톤만 배출하게 된다.

② 강원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화천군 유촌리 산촌마을은 가구 수가 127가구, 인구 수가 628명이다. 산림면적은 

1,424.4㏊이다. 마을의 주요 시설 및 산림문화자산은 마을자치센터, 전통한옥 전수학교, 

전통마을 숲 복원 등이다. 목재생산기반시설 및 관광자원은 목재과학단지, 목재문화체험

장, 평화의 댐(파로호), 산천어 축제 등이다. 

그림 3-82 (좌)

난방에너지 

이용실태

그림 3-83 (우)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효과

등유
48%

등유,연탄
16%

전기 12%

기타
12%

등유,나무
12%

0
사업전

탄
소
배
출
량

사업후

478

100

200

300

400

500

380 CO2톤
감축

98

그림 3-81
산림 

바이오매스의 

생산과 이용과수전정목

총 1,223톤

439톤
산림부산물
78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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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가구 수 95호(참여율 75%)이고, 주요 소득원 및 특산물은 산양삼, 블루베

리, 토봉, 송이, 애호박, 메뚜기 쌀 등이다. 

건축구조는 재래 및 기타(49가구), 벽돌콘크리트(47가구), 샌드위치패널(36가구), 한

옥식(5가구)의 순서이다. 난방방식은 기름(71가구), 심야전기(43가구), 화목 및 연탄(16가

구), 연탄(7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천군 간동면의 임상별 분포는 혼효림이 41%, 침엽수림이 35%, 활엽수림이 24%의 

순으로 분포하고, 영급별 분포는 Ⅲ영급이 42.7%, Ⅳ영급이 30.6%, Ⅴ영급이 4.2%의 순

으로 분포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 원료 수급의 원칙은 지산지소의 원칙에 따른 현지에서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고, 현지에서 수급되는 다양한 형태의 원료를 활용하며,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원

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바이오매스 원료 수급의 현황은 화천군내 목재과학단지에서 배출

되는 톱밥 배출량이 연간 400톤이고, 이는 1년간 25평형 9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펠릿 

량이다. 한옥전수학교에서 배출되는 대패밥은 70톤/년이며, 제재소에서 배출되는 수피, 

그림 3-84 (좌)

간동면 임상분포

그림 3-85 (우)

간동면 영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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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목 등이 있고, 화천군내 숲 가꾸기 산물수집이 150톤/년으로 조사되었다. 간벌재와 제

재 후 발생하는 톱밥 등으로 펠릿을 생산·이용하여 얻어지는 화석연료 대체 효과는 난방

비 절감효과가 가구당 421천원/년, 마을 총 가구 수로 계산하면 50,000천원/년 정도이

다. 펠릿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유촌리 마을은 381.12 CO2톤/년 배출량의 감

축효과가 있다. 펠릿을 난방연료로 사용할 경우, 등유를 사용할 때보다 이산화탄소의 량을 

가구당 3.2 CO2톤/년, 마을은 381 CO2톤/년을 감축할 수 있다.

구										분 계산식
산출	결과

비		고
펠		릿 등		유

A 평당/시간당	난방열량 - 660㎉/평/h

B 기준	평수 - 30평

C 시간당	난방열량 A	X	B 19,800㎉/h

D 연간	난방열량 C	X	750hr 14,850,000㎉
5개월

(5시간/1일)

E 적용	난방열량 - 4,300㎉/㎏ 8,800㎉/㎏

F 연간	연료소비량 D	/	E 3,453㎏ 1,688ℓ

G 단위당	연료가격 - 400원/㎏ 1,068원/ℓ
등유	:	10년
9월	기준

H 연간	난방비 F	X	G 1,381천원 1,802천원

I 연료	절감효과(1가구) - 421천원

J 사업	참여	가구	수 - 120가구

K 화석연료	대체효과 I	X	J 50,520천원

※	등유(주유소)가격은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2010,	http://www.opinet.co.kr)의	정보	인용

※	등유의	적용	난방열량은	에너지	기본법	제5조	1항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적용

표 3-30
펠릿사용에 

따른 화석연료 

대체효과 

산출(간동면 

유촌리)

※	함께	일하는	재단(2010)의	자료	인용			※	Holzpellets(2008)의	자료	인용

※	2010년	9월	8일	환율	1,489.43원	적용

구										분 단			위 펠			릿 등			유

가구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¹ ㎿h 11.55

단위당	CO2	배출량² ㎏·CO2/㎿h 40 315

1가구당	연간	CO2배출량 ㎏·CO2 462 3,638

마을당	가구	수 가구 120

마을당	연간	CO2배출량 CO2톤 55 436

펠릿의	연간	탄소저감	효과
(등유	탄소톤	-	펠릿	탄소톤)

CO2톤 381

저감효과의
금전적	가치

CO2톤	당
17€

€³ 6,479

천원 9,650

표 3-31
펠릿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출(간동면 

유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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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계획

2011년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 봉화 춘양 서벽리마

을(2009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강원 화천 간동 유촌리마을(2010년 사업사업 대상지 

선정)을 대상으로 운영주체 구성 및 홍보마케팅 내용, 경영수지 등을 분석하였다.

①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봉화 서벽리 산촌마을은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성

완료시 법인체를 구성하여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홍보 및 마케팅 부문

에서 전문 컨설팅회사에 의뢰하고,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상하고, 

산림 및 임업 관련 축제개발, 산림탄소순환마을 홈페이지 개설 및 기존 홈페이지와 연계할 

계획이다. 

내용 경북	봉화	춘양	서벽 강원	화천	간동	유촌

운영주체	구성	및	
운영계획

조성	:	추진위원회(12명)구성
조성완료	:	법인체	구성
관리위원회	중심운영
공동기금	:	34백만원	조성
전문경영인	및	직원	채용
공공시설·자산운영	및	관리

조성·운영	:	파로호	느릅마을
영농조합법인(05년2월,	178가구)
운영위원회(13인)	구성
공동기금	:	110백만원	조성
사무국중심	관리·운영체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2012년)

홍보	및	마케팅

홍보	:	전문	컨설팅회사	의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상(2013년)
산림	및	임업	관련	축제개발
산림탄소순환마을	홈페이지	개설	및	
기존홈페이지와	연계

전문업체	컨설팅(에코팜,	2006년)
온라인	:	홈페이지,	군청배너광고
오프라인	:	리플릿(3종)	제작
축제	:	산천어축제	등(5회)
4계절	프로그램(산나물채취	등)
및	에너지그린캠프시작(2011년)

경영수지	분석

수입	:	213,000천원
개별	및	기관(FBC)난방비	
기념품,	특산물	등	판매
비용	:	156,000천원
센터운영비,	펠릿	구입비
광고	및	홍보비용
수익	발생	:	57,000천원/년

수입	:	134,000천원
개별	및	탄소순환비전관	난방비
특산물,	체험프로그램	운영
비용	:	85,000천원
펠릿생산시설	운영(2인)
비전관	홍보	및	관리비용
수익	발생	:	49,000천원/년

산림바이오매스	
원료	수급계획

임지잔재	및	사과나무	전정목	등	현지			
바이오매스	활용(원료	예상량	1,223톤)
원료의	자체	조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확대추진

원료	지산지소의	자급자족	활용
목재과학단지	배출톱밥(400톤/년)
한옥학교	대패밥(70톤/년)
제재소	배출	수피,	잔목	및	
숲	가꾸기	산물	수집(150톤/년)
원료	수급가능량	:	650톤/년

표 3-32
산림탄소 

순환마을 

운영주체 구성 

및 홍보·마케팅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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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수지 부문을 보면 수입은 213,000천원이고, 개별 및 기관 난방비, 기념품, 특산

물 등을 판매할 계획이다. 비용은 156,000천원이고, 센터운영비, 펠릿구입비, 광고 및 홍

보 등으로 비용이 들어가며 연간 57,000천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

림바이오매스 원료 수급 계획에서 임지잔재 및 사과나무 전정목 등 현지 바이오매스를 활

용하고, 원료의 자체 조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바이오순환림을 조성 및 확대할 계획이다.

② 강원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화천 유촌리 산촌마을은 조성·운영에 파로호 느릅마을 영농조합법인과 운영위원회

를 구성하고 있다. 사무국 중심의 관리·운영 체계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홍보 및 마케팅 부문에서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홈페이지, 군청 배너광고, 리

플릿 제작, 산천어 축제 등 4계절 프로그램 및 에너지 그린 캠프를 시작하였다.

경영수지 부문에서 수입이 134,000천원이고, 개별 및 탄소순환비전관 난방비, 특산

물,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비용은 85,000천원이고, 펠릿생산시설 운영, 비

전관 홍보 및 관리 등으로 비용이 들어가며 연간 49,000천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 원료 수급 계획은 목재과학단지 배출톱밥, 한옥학교 대패밥, 

제재소 배출 수피, 잔목 및 숲 가꾸기 산물 수집, 원료 수급가능량 등 원료 지산지소의 자

급자족을 계획하고 있다.

(3)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추진 단계별 프로세스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은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는 산림탄소순환

마을 조성사업을 이해하고 마을의 산림바이오매스 및 마을현황 등 조사를 시행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단계이다. 마을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마을주민들에게 사업의 목적, 

내용 및 마을의 조성 및 주민의 참여내용, 조성이후 마을운영에 대한 방향 및 목표 등에 대

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사업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고, 완전한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단계는 조사된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지자체와 마을주민 등이 사업추진에 대한 확신

으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사업공모를 하여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하는 조성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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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의 사업내용 및 실행계획의 수립은 추진마을 

및 지역의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개발 전문가들의 경험적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여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단체장, 마을의 사업추진위원장 등 리더는 사업 성

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

을 가지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주민들간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마을의 사업 추진협의체(법인)는 지자체, 지역의 연구소,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3단계는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완료 후 마을의 운영 및 소득제고를 위하여 특성화 사

업을 구상하여 추진하는 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4) 지역비지니스코디네이터(Regional business coordinator) 제도 도입

지역비지니스코디네이터(RBC)는 (사)지역특화자원사업화연구센터에 의해 처음 도입

된 개념으로, 지역이 효율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

그림 3-86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사업 추진 

단계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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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을 조율, 연계, 체계화하여 시장기회를 창출하고 지역개발 및 산업이 지속화될 수 있

도록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의 

전문가이다. 지역비지니스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 설정, 관련정보 

습득 및 관리,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능동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방향제시 등이다.

지역비지니스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정부정책

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지원 사업의 선정에서 추진까지 보다 전문성, 체계성,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조정 및 조율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의 추진주체를 사업성격에 맞게 설계하고,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정자가 필요

하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그림 3-87
지역비지니스 

코디네이터의 

역할

향토자원에 

숨어있는 

부를 찾아라. 

농촌진흥청, 2010 

그림 3-88
지역비지니스 

코디네이터의 

필요지식

향토자원에 

숨어있는 

부를 찾아라. 

농촌진흥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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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비지니스코디네이터의 필요지식은 지역 비즈니스와 지역의 이해를 기반으로 전

문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리더십마인드, 경영마인드가 요구된다. 네트워킹 구축과 

관리, 사업화 추진능력 및 마케팅, 지적재산권, 디자인&브랜드 등의 기본지식이 필요하다.

한국형 산림탄소순환마을은 순환형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수집가능한 임지잔재 바이

오매스, 산림바이오매스자원 작물재배, CO2 흡수 및 고정, 탄소상쇄(Carbon offset) 등 

산림바이오매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

먼저 지역에너지 공급센터, 산림탄소순환마을 전략 및 고용센터, 녹색관광센터, 산림

바이오에너지 유통센터 등 녹색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산림바이오매스를 반출하여 임산

업체를 중심으로 주택자재, 제재 및 집성재, 펠릿, 칩 등 목재가공 및 바이오에너지 가공

산업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생산한 목재 및 바이오에너지는 지역에너지 공급센터를 통하여 

탄소제로 주택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림바이오에너지 유통센터에서는 학교, 유치원, 병원 등 공공시설과 휴양림, 

목조주택 등 산림휴양시설, 산림작물재배시설 등에 유통이 필요하다. 녹색관광센터에서는 

지역내 순환형 산림경영과 산림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에너지와 관련한 체험객의 견학과 환

그림 3-89
한국형 산림탄소 

순환마을 모델 

개발방향

<순환형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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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교육 등을 담당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내 전체적으로 산림탄소순환마을의 전

략구상과 고용창출 등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의 핵심내용은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의 이용이

므로 산림청, 각 도 및 시·군 등 지자체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산림바이오매스 발

생량 및 활용 자원량에 대한 실측조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산림탄소순환마을의 성공적 조성 및 운영은 지자체장, 사업담당 부서와 마을주민의 

의지가 좌우한다. 따라서 사업대상지 선정 때부터 이러한 사업추진의 의지를 확인하고 지

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운영을 위해서는 펠릿 이외에 다양한 에너지원의 활용과 산촌주민의 

소득원 제고를 위한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림

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탄력적인 예산운영과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

도록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그림 3-90
산림탄소순환 

마을 조성 모형도

그림 3-91
산림탄소순환 

마을 조성사업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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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년간(1912~2008)의 기후변화에 있어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1.7℃ 상승하

므로서 세계 평균 0.74℃보다 크게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강수량은 19% 증가

하고, 강우일수는 14% 감소한 반면, 강우강도는 18% 증가(한반도 남부지역)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같이 빈번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이 증가추세로 산림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계절의 변

화로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고산식물이 쇠퇴하는 등 산림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

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대책이 국내외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는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해 

방지 등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후변화에 따

른 산림생태계의 영향과 적응 및 산림유전자원 보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 

(1) 숲과 이산화탄소  

숲에는 식물과 토양에 유기물의 형태로 탄소가 저장되어 있으며, 식물은 물과 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작용을 하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유기물로 저장한다. 그런

데 식물체가 생리작용이나 몸체를 유지하는데 호흡을 하며, 토양유기물의 경우는 미생물

에 의해 분해되어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따라서 숲에서 밤과 낮의 변화와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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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인 기상변화 등으로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배출이 역동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4-1

은 경기도 광릉 낙엽활엽수림에서 높이별 이산화탄소 농도의 일중 변화를 보여준다.

숲면적은 숲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FAO 정의(울폐도 10%이상)에 따르면 육

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데 지구 전체 광합성량의 2/3를 차지하고 육상생태계 탄소량

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온대지역이 집중적으로 훼

손되었으나, 최근 50-100년 전부터는 열대지역 개도국에서의 훼손이 가장 심각하다. 

FAO(2010) 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매년 130만ha가 사라졌다고 

한다. 조림을 하거나 새로 늘어난 숲면적을 제외한 순 손실면적도 8백만ha에 달하는데 이

는 매일 2만ha가 사라진 것에 해당되며 주로 경작지나 목축지로 전용되고 있다. 

(2) 숲과 기후의 상호작용 

숲의 구성 식물과 구조는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계절적 기온과 강수량에 의

해 지구의 식생분포가 좌우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크다(Bailey, 2009). 

아울러 숲생태계 생산성이나 증산작용 등과 같은 기능들도 기후가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숲생태계를 광역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Köppen(1918) 이후 기후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식

물군계(Vegetation formation) 또는 생물권(Biome) 단위로 연구되어 왔는데 그 후에도 

Holdridge(1947), Lieth(1972), Woodward(1987) 등 여러 연구자들이 월평균기온, 연강수

그림 4-1
광릉 낙엽 

활엽수림에서 

여름철 지상부 

높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의 일중 변화

국립산림과학원 

장기생태 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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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순일사량 등 다양한 기후지표의 조합으로 식물군계를 표현해왔다. 그림 4-2는 

Whittaker(1975)가 전 지구적인 생물권의 분포를 연평균기온과 강수량으로 구분하여 표현

한 것으로 기후가 변동하면 현 식생이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열대나 온대지방과 같은 경우는 숲이 증산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태양복사

에너지를 붙잡는 양보다 배출하는 양이 많아 숲이 나지보다 기온을 더 낮춘다. 반면에 극

지방은 숲의 알비도(태양에너지의 유입량 대비 반사량)가 낮아 빙설이나 나지에 비하여 태

양에너지를 더 많이 붙잡아두는 반면 증산량은 비교적 적어 오히려 숲이 기온을 더 상승시

킨다. 따라서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 극지방의 숲이 더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지구 기온

을 더 상승시켜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양(+)의 피드백 작용을 한다. 온난화의 심각성은 

동토지대의 해빙에서도 나타난다. 동토지대에 저장된 탄소량은 대기 중에 있는 양과 유사

할 정도로 많다. 기온이 상승하여 동토지대가 해빙되면 그 안에 저장된 유기물이 분해되어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나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역시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반면 열대와 온대지역의 숲은 다르게 작용한다. 숲이 훼손되면 기후가 변하는데, 숲

그림 4-2
지구적 차원의 

주요 생물권의 

분포와 

강수량 및 

연평균기온과의 

관계

Whittaker,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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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지나 나지로 바뀌면 증발산량이 줄어들고 토양온도는 상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숲이 사라지면 증발산량 감소로 인해 기온은 상승하는 반면 대기 습도, 구름양 및 강수량

이 연쇄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아마존유역의 열대우림은 전 세계 생물종의 반이 살고 있

으며 약 700억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데 최근 목축과 바이오연료 생산 등을 위해 매년 

250만ha에서 500만ha의 숲이 파괴되고 있다. 따라서 숲파괴는 강수량 감소를 가져오고 

이러한 건조현상은 숲을 초지식생으로 전환시켜 다시 숲의 감소로 이어지는 양(+)의 피드

백과정으로 울창한 우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숲손실과 기후변화로 많은 

생물다양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생물다양성 손실은 불가역적이라는 점에서 문제

의 심각성이 크다. 

숲은 성장하면서 온실가스의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미

친다. 숲은 나무와 토양에 방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매년 대기와 숲이 교환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엄청나게 많다. 따라서 숲이 늘어나며 성장하는 경우에는 대기 중의 이산

화탄소를 줄여 온난화를 억제하지만 숲이 훼손되거나 쇠퇴하면 가지고 있던 유기물이 분

해되어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3) 산림식생분포 변화 및 생물다양성 변화

지구 역사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보면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하면서 식생들은 저

위도와 고위도로 그리고 저지대와 고지대로 이동해왔다. 예를 들어 최빙기(약 18,000년

전)에 한반도는 대부분 툰드라식생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온대식생으로 변화하였다. 이러

한 변화는 수 천 년에 걸쳐서 일어났고, 수종별로 자신이 선호하는 서식지로의 이동속도는 

100년에 약 4-200km, 평균적으로 10-40km이었다. 그런데 수종별로 기후공간(기온, 

광, 강수량 등의 범주 또는 Niche)이 다르므로 식생군집(Vegetation community) 단위로 

이동하기보다는 수종별로 이동한다(Houghton et al., 1996) . 인위적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공간의 지리적 이동은 이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따라서 금세기에는 종자확산과 정

착 속도가 생존의 중요한 제한요소가 될 것이다. 

최근의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이동을 보면 지난 20세기에 이미 기온상승으로 식생대

의 이동과 수목한계선 상승에 대한 관찰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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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에서 지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후반, 약 1세기 동안에 주요 수종(소나무류, 자작

나무류 등)의 한계고도선이 100m 이상(100-165m) 상승하였는데 이는 이 일대의 연평균 

기온이 약 0.8℃ 상승한 것이 그 원인이었으며(Kullman, 2001), 알프스의 26개 봉우리

들의 산악지 식생을 과거 기록에 있는 분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지난 40-90년간 고도 상

승과 종풍부도의 상관 관계가 온난화 효과와 일치하였다고 한다(Grabherr et al., 1994).

온대지역에서 위도상으로 100-150km, 고도상으로 150-170m 상승할 때, 대체로 

기온이 1℃ 변한다. 그런데 수종이 기온상승에 맞추어 서식지를 이동하면서 정착하여 잘 

생육할 수 있는지는 수종의 분포영역의 폭, 수종의 이동 가능 속도와 기온 변화 속도의 차

이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4-3]. 

수종 분포의 위도 변화를 보았을 때, 현재 예상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같이 빠르

게 기온이 상승하면 수종 이동 속도보다 환경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수종 분포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분포 범위가 좁은 수종의 경우는 개체군과 유전적 다

양성이 낮아져 소멸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더구나 도시와 경작지, 도로 등에 의한 서

식지 파편화(Fragmentation)와 환경오염 등은 생물이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하는 데 새

로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숙된 수목들

은 변화하는 환경에 순응(Acclimation)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온도 분포가 변하는 속도

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가뭄이나 병해충 피해에 약해지고 고사율이 늘어나는 형태로 점차 

줄어들 것이다. 어느 수종이 분포범위도 넓고 이동 속도도 빠르다고 하였을 때, 그 수종은 

북쪽지역에서 잘 살아 버틸 수 있겠지만 남쪽 끝자락의 숲에서는 쇠퇴하거나 고사율이 증

그림 4-3
기후변화에 

따른 수평 및 

수직적 수종 

이동. 수평적 

이동은 수종이동 

속도보다 

기후변화속도가  

빨라 분포범위가 

줄어들고 남쪽의 

개체군은 쇠퇴할 

확률이 높다

Jump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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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현상을 피하기는 어렵다. 수종 이동 속도가 기온상승 속도에 의한 환경 변화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동에는 문제가 적다. 그런데 고도가 상승하면서 서식지의 면적이 줄어든

다. 아울러 높은 지역에 고립되어 사는 수종들은 저지대에서 올라오는 수종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서식지도 좁아서 개체군 축소와 유전적 다양성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

라 숲생태계는 복잡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 수직적 상승에 따라 고산 및 아고산지대 

식생은 기후변화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식물 종으로는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시로미, 돌매화나무, 눈향나무, 월귤 등이다. 가문비나무, 시로미, 월귤 등은 

중국, 러시아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우리나라 산지의 개체군이 사라지면 지역적 멸종

(멸절, Extirpation)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므로 이들 개체군

이 사라지면 지구적 멸종(Extinction)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산림기후대는 2℃ 상승만으로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이 상록활엽수가 

살 수 있는 난대기후대로 변화할 것으로 추정된다(임종환 등, 2006). 현 기후에서는 상록

활엽수림이 주요 식생인 난대림지대가 남부해안과 제주도 저지대에 국한되어 있으나 평균

기온 2℃ 상승 시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그리고 경상북도 일부 및 경기도 일부

가 난대기후대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4℃가 상승하면 남부해안지대는 아열대

기후대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대기후대는 크게 

줄어들고 대부분은 난대기후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야자류를 비롯한 아

열대 수종이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생육이 가능하고, 현재 남부지역에만 생육하는 동백나

무, 붉가시나무 등 상록활엽수들이 중부지역까지 생육이 가능할 수 있는 등 기회적인 요소

도 있다.

한편 기후변화에 따라 숲이 쇠퇴하거나 심지어는 고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수종별로 적합한 기후공간 범주에 들어 있는 개체군들은 성장과 갱신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나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과 과정에 의해 쇠퇴하거나 고사하여 개체군이 줄

어들고 결국 사라지기도 한다. 기온상승으로 분포역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기온범주의 남

쪽선단 부근의 개체군들은 고온 스트레스, 병해충, 가뭄 스트레스 등으로 쇠퇴하거나 고사

량이 늘어 개체군 크기와 유전적다양성이 감소된다. 그리고 갱신과 정착 그리고 성장과정 

중의 경쟁에 있어서의 문제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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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부 침엽수림의 쇠퇴현상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줄곧 발생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온난화로 인해 식생대가 이

동하는 측면에서 개체군(남쪽, 남사면)들이 고사하고 있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관찰되

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한라산을 비롯한 고산 및 아고산지에서의 구상나무림의 고사

와 최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 곰솔, 잣나무 등 상록침엽수의 고사현상이다(임종환 

등 2006; Lim et al., 2010; Woo et al., 2008). 우리나라의 기후는 겨울에 춥고 건조한

데,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온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이때 날씨가 건조하면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는 침엽수종은 가뭄스트레스로 인해 생리적 장애 또는 병이나 해충

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로 쇠퇴하거나 고사하기에 이른다. 온도상승은 가뭄 스트레스를 크

게 증폭시키므로 이들이 겹치면 수목의 피해도 증대되며, 이러한 현상은 전 지구적으로도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Allen et al., 2010). 

아울러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도 발견되고 있는데, 과거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역

할을 하여왔던 유럽 숲의 경우 2003년 1주일 간 40℃를 오르내리는 이상고온과 가뭄 현

상으로 나무에 스트레스를 주어 생장량이 감소하고 낙엽층과 토양의 유기물의 분해속도

는 빨라져 숲생태계 전체적으로 흡수한 이산화탄소 양보다 배출한 양이 더 많았다고 한다

(Caias et al., 2005). 

생물계절은 계절적인 생물의 활동시기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개엽, 개화, 양서류와 곤

그림 4-4
기온상승에 따른 

산림식생기후대 

변화

한대
온대북부
온대중부
온대남부
난대
아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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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의 출현시기 등이 있다. 기후는 지구공전으로 인해 1년 주기로 계절성을 나타내고 있는

데 여기에 맞추어 잎과 꽃이 피고 지거나 동물의 휴면이나 생식과 같은 생활사도 계절성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것으로는 개엽과 개화시기의 변화가 있다. 주요 산림수종인 신

갈나무, 졸참나무 등의 개엽시기는 당년도 기온조건과 비교적 잘 일치하는데 1℃ 상승에 

5-7일 앞당겨진다(임종환과 신준환, 2005). 생물계절 현상은 이렇게 종, 변종이나 품종

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국 큐식물원의 조사 자료도 유사하다

(Fitter and Fitter, 2002). 이러한 생물계절변화는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데 대표적으로 종간 상호관계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있다. 이는 식물과 매개충, 조류

나 포식자와 그들의 먹이공급과의 관계 등이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는 먹이로서의 곤충량(애벌레)의 최성기와 박새 새끼가 가장 먹이를 많이 필요로 하

는 시기가 일치하였는데 봄철기온의 상승으로 인하여 지난 23년간 박새의 번식시기는 별

로 변하지 않은 반면 식물의 개엽시기와 곤충류는 9일이 앞당겨졌고 이로 인해 박새 개체

군이 줄었다고 한다(Visser et al., 1998). 

 (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숲 관리 

향후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대책을 세우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 숲생

태계의 상태와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향을 크게 받는 부문과 그 영향에 따른 

피해 정도 즉, 취약한 정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취약성이 높은 부문에 대해 

가능한 우선적으로 적응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그러한 대책들이 생물다

양성 보전이나 온실가스 저감, 맑은 물 공급 등과 같이 다른 부문에도 상승적 이득을 가져

오는 것들과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것일 경우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숲생태계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영향은 증발산과 알베도 

등 에너지 교환량을 바꾸며 탄소저장량의 변동을 야기하여 다시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미

친다. 아울러 산림경영은 1세대의 기간이 수 십 년에서 수 백 년까지 다양하며 매우 길기 

때문에 장기간의 누적된 이상기상현상에 노출되므로 극한적 기상현상에 의한 피해를 받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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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후특성이 여름철은 고온 다습하고 강수량이 많고 태풍이 불어오며, 겨

울철은 춥고 건조하다. 그런데 향후 기후변화시나리오를 보면 겨울철의 기온상승 속도가 

여름보다 빠르고, 겨울과 봄철 강수량 증가량은 줄거나 비슷한 반면 여름철 강수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여름철 폭우의 증가로 산사태 발생면적이 증가할 수 있으며, 산불이 발생하

면 대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산사태 위험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하

며, 대형 산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밀도가 높은 소나무림이나 조림지, 그리고 도로변 숲 

등에 대한 연료량을 조절하고 층위구조 개선을 통해 수관화로 번지는 것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겨울철에 고온과 가뭄이 겹치게 될 확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기온

이 높은 남쪽지역과 남사면의 소나무림과 잣나무림 등 상록침엽수림이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병해충과 관련해서는 예측이 어려우나 참나무림 면적의 증가로 점차 참나무류에 피

해를 주는 해충이 늘어날 것이며 돌발외래병해충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상록침엽수림의 경우 임목밀도를 줄여 개체목간 수분경쟁을 줄여주

도록 하고, 경관규모에서 숲의 종류와 나이의 다양성을 높여주도록 중장기적인 조치가 필

요하다. 

인위적 활동에 따른 현재의 기후변화속도가 과거 지구의 역사적인 속도보다 훨씬 빠

르게 진행될 것이므로 산림수종분포의 이동, 종간 경쟁 변화 등과 관련하여 많은 종이 서

식범위가 줄거나, 일부 개체군이 쇠퇴하거나 때로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위험성이 높다. 기

후변화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 감소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훼손된 생태계

를 복원하여 생물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사라질 위험이 있거나 서식지 범주가 좁

거나 고립되어 있는 종들에 대해서 현지 외 보전(Exsitu conservation)을 강화하고, 현지 

내에서는 보호구역의 확대, 필요한 경우 이식에 의한 새로운 서식지로의 이동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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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물주기 변화

식물의 개화는 생물계절현상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다. 온대지방에 있어서 

개화에 영향하는 환경요인으로는 기후, 일장(Garner and Allard, 1920), 토양수분(Flint, 

1974), 식물체내의 수분퍼텐셜 등이며 특히 기후요소 중 생육초기의 기온은 가장 유효한 

인자이다(Brown, 1953, Lindsey et al., 1956). 개화와 같은 생물활동과 온도의 관계는 

기온-시간 개념으로 확대되어 일적산온도(Lindsey and Newman, 1953), 온량지수(吉

良, 1945), 연일지수(임 등, 1983, 임 1986)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식물의 개화

에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대기후뿐만 아니라 미기후도 중요하며 동일 종, 동일 위도라도 지

역, 고도, 사면, 개체 또는 가지의 위치에 따라 그 시기가 다르다. 따라서 생물계절 현상에 

미치는 요인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료가 요구된다.

홍릉수목원 수목 148종의 개화시기를 분석한 결과, 1999~2009년은 평균 4월 26일 

내외로 40년 전(1968~1975년)보다 평균 8일 이상 빨라졌으며 특히 3~4월에 개화하는 

수종의 개화시기 변화가 컸다. 이는 봄철 개화에 영향을 미치는 2~4월의 기온이 과거보다 

평균 1.6℃ 이상 높아진 영향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1999년 이후 과거보다 빠른 개화는 

그림 4-5
개화시기 변화 

및 월평균 기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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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꾸준히 지속되었으나 최근 2년(2010~2011년)의 경우,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하여 

1999~2009년보다 개화시기가 평균 10일 이상 늦춰지는 변화를 나타냈다. 

이러한 개화시기의 급격한 변화는 개화시기가 40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 보이나 평년

보다 1.2℃ 높은 2월의 이상고온현상과 평년보다 1.9℃ 낮은 4월의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

하여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0년 개화시기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2월 중순, 평년보다 평균 8도(최고 12도) 

높은 일시적인 고온 현상은 개암나무류의 평균 개화일(1999~2009년 평균)을 12일이나 

빨리 앞당긴 반면, 3월 초순을 지나 평년보다 평균 1℃(최고 -9℃) 낮은 기온이 지속되고 

평년보다 29% 적은 일조량을 나타냄으로 3~4월 꽃을 피우는 수종들은 평균 개화일보다 

평균 8일(최고 15일) 늦게 개화하였다. 2011년에도 겨울 이상한파가 장기화되고 2월 평

년보다 2도 이상 낮은 기온과 평년의 20% 수준에 불과한 강수량의 영향으로 봄철 개화가 

2010년 못지않게 늦어졌다.

보통 홍릉수목원의 봄꽃들은 개화특성에 맞춰 평균적으로 생강나무(3월 12일), 산수

유(3월 15일), 개나리(3월 17일), 진달래(3월 23일), 벚나무류(4월 1~5일) 순으로 꽃을 

피워 시간흐름에 따른 다이내믹한 풍경을 연출한다. 그러나 2010~2011년에는 늦춰진 개

그림 4-6
수종별 개화 

이미지 모니터링 

사례

(2007~2011년)

2007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2008 2009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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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로 인하여 4월말 산수유와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 봄꽃들이 한꺼번에 피어있는 진풍

경을 연출했다. 

1999년 이후, 가장 극적인 개화시기의 변화를 나타낸 해는 2002년과 2011년도이다. 

2002년은 엘리뇨 영향으로 평년보다 2.5℃ 높아진 봄철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난 해로 개

화종수의 99%가 40년 전(1968~1975년)보다 빨리 개화하였으며 2010년의 경우, 2월 평

균기온은 일시적으로 평년보다 1.7℃ 높았던 반면 3~4월 기온은 평균 1.8℃ 낮은 영향으

로 총 분석 종수의 63%가 늦은 개화를 나타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꽃이 빨리 핀다 혹은 늦게 핀다는 현상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 꽃

의 수정에 관여하는 곤충과의 상호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식물의 개화는 기온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곤충은 일광(日光)에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식물과 곤충은 기후 변화

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서로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예

로 꽃가루를 옮겨주는 곤충이 등장하기도 전에 꽃이 빨리 피고 져버린다면, 결국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자손을 번식할 수 없으며 곤충은 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곤충상 변화 

지구 생물다양성의 다수를 차지하는 곤충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온도의 상승은 곤

충의 성장속도, 생활주기, 분포, 종간 상호작용을 변화시킴으로서 곤충상의 급격한 변화를 

그림 4-7 (좌)

개화시기 변화 

(1968~1975년 

대비)

그림 4-8 (우)

월별 평균기온의 

평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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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곤충들은 식물, 야생동물, 미생물, 토양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

에 곤충상의 변화는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생태계의 변화는 다시 곤충상

에 변화를 주는 순환 고리를 형성함으로서 육상생태계의 변화를 가속화 할 것이다. 곤충류

의 종간 상호작용의 변화(예, 천적곤충과의 동조성 교란 등)는 새로운 해충을 발생하게 하

여, 산림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 해충에 의한 산림피해는 산림의 탄소저장 능

력을 저하시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역작용을 할 것이다. 

(1) 곤충과 온도

곤충의 발육속도(알, 유충, 번데기의 완성속도)는 일정한 범위의 온도내에서는 온도

와 선형관계를 보인다(Gilbert and Raworth, 1996). 이러한 선형관계는 대부분의 곤충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효소의 반응이 온도의 증가에 따라 지수적인 반응을 보이는 점

을 감안하면, 발육 곡선은 온도와 Sigmoid 곡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는 의

외의 현상으로 여겨진다. 이런 Sigmoid 곡선은 세균, 식물, 및 양서류의 초기 성장단계에

서 관찰된다. 이런 선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일-온도 값이 곤충의 성장모델에 널리 사용

되고 있다. 곤충들은 종별로 발육에 적합한 일정 온도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그 종

의 분포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온도가 상승하면 곤충의 분포도 변할 수 밖에 없다. 

지구온난화로 예상되는 변화는 분포가 점차 극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기온이 증가하

면, 성장속도가 빨라져 생활주기가 변하며, 이러한 변화는 종간 상호작용(식물-곤충, 포

식자-식식자, 기생자-식식자)에 영향을 주어 곤충상에 급격화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비

슷한 Niche에서 생활하는 유사종간에 기후변화는 서로간의 경쟁력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곡물을 가해하는 Tribolium confusum과 T.castaneum의 경우, T.castaneum은 

높은 온도와 높은 습도에서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만, T.castaneum은 낮은 온도와 높

은 온도에서는 낮은 습도에서 우위를 차지하였다(Price, 1997).

(2) 생활주기 변화

기온 상승시 최저기온의 증가 속도가 평균 기온에 비해 빨리 상승한다. 수도권 지역의 

온도변화를 보면 최저월 평균기온은 연평균기온에 비해 2-3배 가량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동기의 급격한 온도상승은 월동이 어려웠던 남방계 곤충의 월동을 가능하게 할 것

이다. 최근 중서부 지역에서 대발생하고 있는 꽃매미는 과거에는 중국의 남부지역에서 날

아온 개체들이 간혹 발견되었으나, 최근에는 동기의 높은 기온으로 월동이 가능해져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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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정착함으로서, 대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최근 이에 대한 연구들이 

추진되고 있다. 남방부전나비는 과거(광릉 1958~1959, 앵무봉 1971~1972)에는 광릉과 

앵무봉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근 조사(2002-2006년)에서 비교적 많은 개체들이 양 

조사지에서 발견되었다. 남방부전나비는  과거에는 남부지역에서만 월동이 가능했으나, 최

근 중서부지역에서 발생시기를 토대로 해서 보면, 이 지역에서도 월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

되어, 이것이 밀도증가의 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나비의 경우, 과거에 비해 최초발생시기

가 앞당겨 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기온이 증가하면, 성장속도가 빨라지

고 이는 세대수 증가로 이어진다. 솔나방은 과거에는 7월중순부터 8월중순 사이 1회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90년대 중반 조사한 결과, 경기(오산), 충북(청주), 전북(전

주), 경북(경주)의 4개 조사지에서 모두 2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림 4-9와 같이 지

구온난화의 영향이 곤충의 생활주기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분포 변화

① 나비의 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해 곤충들은 북반구에서는 북극쪽으로 남반구에서는 남극쪽으로의 

분포범위가 이동을 하게 된다. Parmesan 등(1999)은 북반구의 나비들의 분포변화를 분

석한 결과 지난 세기 동안 35종의 정주성 나비들의 분포범위가 35-240km 가량 북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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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솔나방 성충의 

2세대 발생. 

그래프의 점선은 

과거에 성충이 

발생했던 시기를 

나타냄. 좌측 

사진은 솔나방의 

유충(상단)과 

번데기(하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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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포가 이동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분포의 변화는 특정지점에 서식하는 나비군

집 구조에 영향을 주게 된다. 광릉과 앵무봉에서 5년간 조사한(2002~2006년) 결과를 과

거(광릉 1958~1959년, 앵무봉 1971~1972년)와 비교해 본 결과, 양조사지에서 모두 북

방계 나비들은 감소한 반면 남방계 나비들은 증가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4-10]. 

②개미의 변화

개미의 경우, 정주성이고 출현시기가 계절에 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의 영향을 연구하기에 적당한 곤충류이나, 의외로 개미를 이용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부진

한 실정이고,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해충성 개미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미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산지역에서는 

종별로 뚜렷한 수직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개미의 분포가 기온에 의해 좌우되는 것

을 의미하며, 이는 곧 지구온난화에 의해 분포가 변화 될 것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가설을 토대로 전국 366개 조사지(산림)에서 개미를 조사하였다. 채집된 58

종의 개미 중 출현빈도가 10% 이상인 20종의 풍부도를 기온대별로 비교하여 풍부도와 기

온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나타난 16종을 기후변화지표개미로 선발하고 A1B 기후변화시나

리오에 따라 분포와 풍부도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11종은 기온상승시 감소, 5

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림	4-11,	4-12]. 기후변화지표개미 16종을 제외한 나머지 

42종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지표종의 변화율과 온도(온도범위 중간값)와의 회귀식을 이용

하여 2090년의 변화율을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42종 중 29종은 증가, 13종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채집된 58종 중 기후변화로 감소가 예상되는 것

은 40종이고,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18종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종이 증가가 예상되는 종

보다 배 이상 많았다.

그림 4-10
광릉(a)과 

앵무봉(b)의 

북방계(N), 

남방계(S), 

기타(M) 분포형 

나비들의 풍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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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조사결과가 과연 현장에서 적용되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 광릉에서 

1993년과 2009년에 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영향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광

릉개미 전체 종의 변화율(1993년과 2009년)과 전국조사에서 얻어진 변화율(2011년과 

2090년) 사이에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기후변화지표개미의 경우, 감소로 예측되는 

종의 경우에는 예측과 일치하는 종(3종)들과 그렇지 않은 종(3종)들이 같았으나, 감소속도

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코토쿠뿔개미와 홍가슴개미는 감소하였다. 특히 코토쿠뿔

개미는 2000년대 이후 광릉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변화로 증가가 예상되는 노

랑꼬리치레개미와 비늘개미는 광릉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예측된 결과들이 생태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11
기후변화지표 

개미 : 

감소종 11종, 

증가종 5종

기후변화 감소종

1. Myrmica kotokui

5.  Camponotus 
kiusuensis

9.   Lasius spp. 
(japonicus + alienus)

2.   Camponotus 
atrox

6.     Vollenhovia 
emeryi

10.     Paratrechina 
flavipes 

3. Myrmica spp.

7.   Camponotus 
japonicus

11.   Leptothorax sp. 2

4.   Aphaenogaster 
japonica

8.   Tetramorium 
caespitum

Ants of negative response to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증가종

12.   Pachycondyla 
javanus

15.   Pristomyrmex 
pungens 

13.   Crematogaster 
osakensis

16.   Pachycondyla 
chinensis

14. Strumigenys lewisi

Ants of positive response to climate change

그림 4-12
기후변화로 

변화가 예상되는 

개미 16종의 

분포와 풍부도의 

변화 예측. 푸른 

범위는 감소가 

예상되는 종, 

붉은 범위는 

증가가 예상되는 

종들의 예측 

결과임.

1. Myrmica kotokui

5. Camponotus kiusuensis

13. Crematogaster osakensis

9. Lasius spp. (japonicus + alienus)

2. Camponotus atrox

6. Vollenhovia emeryi

14. Strumigenys lewisi

10. Paratrechina flavipes

3. Myrmica spp.

7. Camponotus japonicus

15. Pristomyrmex pungens

11. Leptothorax sp. 2 12. Pachycondyla javanus

4. Aphaenogaster japonica

8. Tetramorium caespitum

16. Pachycondyla ch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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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산림유전자원 보존

(1) 기후변화와 유전다양성

지구온난화에 대한 산림 분포권 변화는 북미(北美)지역 수종의 경우 종간 경쟁이나 

적지 확보기회의 부족으로 인하여 100년당 10~20km의 이주속도로 기존 예측보다 느리

게 북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Iverson et al., 2003). 특히 일반적으로 분포지가 제한되

어 있고, 개체수가 적은 희귀수종은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순위 보호·연구가 

필요하다(Pearman et al., 2007). 기후변화 외에도 산림시업이나 인간의 여가활동도 산

림 유전구조와 유전다양성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Geburek and Konrad, 2008), 이

러한 유전적 변화가 일정한 수준을 넘긴 산림은 환경변화에 취약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생태

계로 복귀되기도 어렵다(Finkeldey and Ziehe, 2004). 유전다양성은 개체 혹은 집단이 

지니고 있는 유전변이의 양을 나타내는데, 개체가 노출된 자연환경 차이나 진화적 시간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유전다양성의 유지는 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변화에 종이 적응할 수 있

는 기본 조건이다(Jump et al., 2008). 유전변이와 환경요인에 관해 연구된 논문들에 대

한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집단의 크기, 적응력(Fitness), 유전변이 보유량간에 정의 상관관

계가 확인되었다(Leimu, 2006). 따라서 생물종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는 유전다

양성과 유전적 구조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Palsboll et al., 2006). 만일 이러한 

유전적 고려가 결여된 기후변화 대책이 수립된다면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히 훼손하게 

되며, 희귀수종의 경우에는 멸종에 이를 수도 있다(Geburek and Konrad, 2008). 

(2) 임목 유전다양성 특징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 및 유전적 분화의 정도는 생태적, 생활사(生活史: Life 

history)적 특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분포특성 및 교배양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분포범위가 넓고 연속적이며 주로 타가

수정에 의해 번식되는 식물의 경우 유전적 다양성은 높고 집단간 유전적 분화(차이)는 작

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하여 분포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집단을 구성하는 개체수가 적

으며, 자가수정 또는 근친교배가 이루어지는 식물의 경우 유전적 부동(Genetic drift), 도

태 등에 의해 유전변이는 감소하고 집단간 분화는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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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의 경우 장수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할 뿐만 아니라 주로 풍매(風媒, Wind 

pollination)에 의해 타가수정되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과 비교하여 

집단내 유전변이는 다양하고 집단간 분화는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광범위한 지역

에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수종이 그렇지 않은 수종에 비해서 다양한 유전변이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유전변이는 집단내 개체간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3) 산림유전자원 보존 방법

기후변화뿐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유지하는 방법이 산

림 유전자원 보존의 기본이 된다. 산림유전자원 보존방법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보존대상이 되는 생물종이나 생태계와 관련된 생물적 인자와 실질적인 보존과 관계

되는 기술적인 또는 관리상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보존방법에는 양

(量), 질(質), 시간(時間)의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양적 요소는 보존대상이 되는 

유전자, 개체, 집단, 종, 생태계 등의 수와 크기를 의미하며 질적 요소는 대립유전자의 조

성과 분포 및 이들의 집단내, 집단간, 종내의 변이를 의미한다. 시간적 요소는 보존활동의 

기간으로 당장의 이용을 위한 단기간의 보존과 진화과정에 의한 변화를 수용하는 장기간

의 보존을 의미한다.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위의 여러 가지 인자를 고려하

여 현지내 보존(in situ conservation)과 현지외 보존(ex situ conservation) 두 가지 방

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13
산림유전자원 

보존·관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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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처한 종이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집단처럼 보존이 시급한 경우 현지외 

보존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자연 상태에서는 유전적 고유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집단의 보

존에도 미리 종자를 수집하거나 영양증식 시켜 이식하는 현지외 보존이 유리하다. 현지외 

보존의 경우 대상으로 하는 유전변이를 비교적 용이하고 안전하게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지내 보존과 같이 자연적 진화과정을 허용하면서 이루

어지는 동적인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지내 보존은 현지외 보존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임목의 유전자

원 보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현지내 보존은 무엇보다 대규모의 표본 확보를 통하여 

다양한 유전자원이 충분히 보존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줄 수 있으며, 자연적 진화가 지속

되도록 하여 내병충성과 같은 타 생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얻어질 수 있는 형질의 동적인 보

존을 가능하게 한다. 현지내 보존에 의하여 자연생태계가 보존되면 중요한 생물종뿐만 아

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종의 다양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장래의 이용성이나 생태계의 안

정성 면에서 상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생태계 안에서 종의 생태적, 유전적 특

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동일한 보존지역 안에서 서로 다른 부분의 보존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지내 보존은 일반적으로 그 대상지역이 넓고 보존의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관리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효율적인 보존이 어려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자연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4) 기후변화 대응 산림유전자원 보존

일반적으로 국소환경 조건에 민감한 고산 수종을 포함한 희귀수종은 집단크기(개체

수) 감소나 환경 급변에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더욱 심

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Pearman et al., 2007). 한반도 산림식생대는 기온 상승으로 

난대수종의 중부지방까지의 확대와 남부 해안지역의 아열대 산림으로의 전환이 예상되어, 

환경변화에 취약한 국내 멸종위기종 및 야생종의 생태변화 연구, 지역 적응 대책수립 및 

유전자원의 확보 또는 보존방안 수립 이행이 조속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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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지내 보존 

2011년 12월 현재까지 소나무 등 16수종에 대해 유전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45집

단 2,938.8ha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보호하고 있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존 대상 

수종의 번식과 갱신(更新)을 위한 제한적인 무육작업만이 허용되며, 벌채작업 등은 허용되

지 않고 있다. 아울러 유전자원 보존림의 적정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보존 대상 수

종 치수발생 상황 등의 생태적 특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각종 산림작업이 유전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있다.

표 4-1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현지내 보존 

현황(2011년 

12월)

지정년도 수			종 학																					명 지역
면적
(ha)

1978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2 193

1982 〃 	〃 3 1899.5

1983 잣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1 8

1984 구상나무 Abies		koreana	Wilson 2 32

1986 해			송 Pinus	thunbergii	Parl. 1 14

1987
황철나무 Populus		maximowiczii	A.Henry 1 5

눈잣나무 Pinus		pumila	(Pall.)	Regel 1 2

1989 전나무 Abies	holophylla	Maxim. 1 30

1993
층층나무 Cornus		controversa	Hemsl.	ex	Prain 1 11

신갈나무 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 5 269

1998 잣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1 25

2000 독일가문비 Picea		abies	(L.)	H.Karst. 3 9

2000
주				목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4 110

분비나무 Abies		nephrolepis	(Trautv.)	Maxim. 2 28

2001
신갈나무 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 4 85

굴참나무 Quercus		variabilis	Blume 4 31

2003 층층나무 Cornus		controversa	Hemsl.	ex	Prain 1 5

2005 노각나무 Stewartia		pseudocamellia	Maxim. 2 4

2009 가문비나무 Picea		jezoensis	(Siebold	&	Zucc.)	Carriere 1 62

2010 차나무 Camellia	sinensis	L.	 4 9.27

2011 전나무 Abies	holophylla	Maxim. 1 107

전	체 16수종 	 45 2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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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지외 보존

현지외 보존하고 있는 유전자원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현지내 유전자원 보존

림으로 지정된 육종대상수종을 별도로 차대유전자보존림을 조성하여 현지 보존림과 함께 

육종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육종집단, 산지시험, 도입수종, 차대검정, 저항성시험, 속성

수시험, 특용수육종, 조직배양묘 등 218.5ha의 현지외 유전자원 보존림을 조성하여 관리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자생하는 임목유전자원을 대상으로 종자유전자원을 수집하여 산림유전자

원부와 난대산림연구소에 종자은행(Seed bank)을 구축 『산림유전자원 정보관리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다. 수집된 종자유전자원에 대해서는 특성평가를 실시한 후 저온저장고

(-18℃)에 바코드(관리번호)를 부착 저장 관리하고 있으며, 저장된 모든 산림종자는 개체

별 등록정보, 관리정보, 수집정보 및 특성정보 등을 정보화하여 DB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산림종자유전자원은 2011년 12월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산림유전자원

과) 67과 168속 352종 10,688개, 난대산림연구소 139과 506속 793종 5아종 112변종 22

품종 계 932분류군 11,413개체를 시설보존하고 있으며, 확증표본 191과 817속 1,806종 

8아종 205변종 45품종 계 2,064분류군 15,822점(복제표본 포함 46,860점)을 보관하고 

있다. 또한 수집된 종자유전자원 중 한국특산수종을 포함한 66과 159속 333수종의 자세

한 종자정보를 담은 『한국임목종자도감』을 발간하였다.  

목			적 종 산지 집단 조합 가계 품종 클론
본수
(본)

면적
(ha)

유전자보존원 38 	 170 	 458 	 145 20,748 15.3

육종집단 7 	 	 	 14 	 590 7,343 14.9

산지시험 5 770 16 	 320 	 	 53,320 30.6

도입수종 36 310 	 	 50 	 56	 104,094 97.9

차대검정 4 	 	 659 774 	 	 59,874	 44.3

저항성검정 8 39 	 168 108 	 26	 	5,318	 3.05

속성수시험 11 	 	 	 	 	 663 20,747 10.2

특용수육종 3 	 	 	 	 520 	 	1,993	 	2.0

조직배양묘 5 	 	 	 	 	 20 		500 	0.3

전		체 1,119 186 827 1,724 520 1,500 273,937 218.5

표 4-2
현지외 보존 현황 

(2011년 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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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눈향나무 현지외 

보존 증식

그림 4-15
현지외 유전자원 

보존원 조성

그림 4-17
산림종자유전 

자원 시설저장

그림 4-16
산림유전자원 

정보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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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국토의 64%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에 잘 타는 침엽수가 43%

를 차지하여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으면서 대륙성 계절풍으로 인하여 봄·가을철 건조기

가 지속된다. 또한 해풍·푄 현상 등 바람의 영향으로 일부 동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에 동시 다발적인 산불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매년 봄철에는 기후적으

로 가장 건조하여 상대습도와 연료습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산림 지피식생이 돋아나지 않

은 상태에서 매우 건조해진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20년간 연평균 448건의 산불이 발

생하고 있다. 이 중 85%에 해당하는 산불이 건조기인 1월~5월에 발생하고 있다. 더욱 건

조기에는 300ha 이상의 대형 산불이 총 11건으로 전부 봄철에 발생하였고 28,883ha의 

산림과 재산피해를 냈다. 이러한 대형 산불 중에서 약 82%(9건)의 산불이 4월에 집중적으

로 발생하였고 20년간 전체 산불발생 대비 피해면적은 56%를 차지할 정도로 봄철 대형산

불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추세와 관련하여 한반도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 

경향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은 

기온 및 강수변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 신호가 전 지구적인 경향성과 맞물려 한반도에서

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여러 선행 연구들은 기후변화와 산불발생의 관

련성을 밝히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산불발생의 관련성은 상호 영향적인 측면

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증가와 강수 패턴 변화로 산불의 발

생율 증가 및 강도 강화 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역으로 산불발생으로 인해 방출되는 온

실가스와 에어로솔의 증가, 지표반사가 다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자의 관점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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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르는 연구들은 지구온난화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겨울 강설 감소, 봄 가뭄 증가가 산

불발생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한반도 평균 

기상 관측값의 시계열성과 한반도 내 산불발생 횟수와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을 따

르고 있다. 국내 연구 결과들도 외국에서 발표된 기존의 여러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지구온

난화와 관련된 기온 증가 및 습도 감소 경향이 산불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유도한

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산불 발생 변화

(1) 겨울철 권역별 기후와 산불발생 변화추세

산불 발생에 미치는 기후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1991~2008년 산불발생 기후조건과 

산불발생횟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산불 발생에 미치는 기상 영향인자로 기후

변화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변수인 기온, 산

불발생을 억제하는 수분관련 변수들인 상대

습도, 강수량, 무강수일수, 건조일 간격평균, 

모두 5개의 인자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

해 통계적 유의성을 최대한 높이고 해석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해 전국을 경기 권역, 강원 권

역, 호남 권역, 영남 권역 등 4개의 기후 권역

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 어떠한 기후 인자가 

산불발생에 기여하는지를 각각 분석하였다.

기상관측소 73개 지점의 1991년~2008년 겨울철(12월~2월)의 기후 추세 분석을 하

였다. 우선 기온의 경우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경기

도 지역을 중심으로 큰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강원, 영남 지역 순으로 기온 증가 추

세가 큰 편이다. 특히 중부지역에서는 기온 증가 추세의 동서 경도가 존재하여 백두대간의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한반도 전역의 증가 추세의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낮다. 상

대습도는 기온의 증가 추세와는 반대로 경상도와 제주도에서 그 증가추세가 큰 편이다. 그

리고 호남, 강원 순으로 증가 추세가 큰 편이다.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그 추세의 정도가 큰 

반면, 통계적 유의성의 관점에서는 제주도가 오히려 더 높음을 보인다. 다시 말해, 제주도

그림 4-18
각 기상관측소가 

속한 기후권역 

분포도

(1 : 서울·경기, 

2 : 강원, 

3 : 충청·호남, 

4 :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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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남부 지방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70%~90% 

정도로 유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강수량은 영동 지역에서 뚜렷한 증가추세

를 보인다. 이러한 증가 추세를 기상 상황과 관련지어 보면, 겨울철 백두대간 동쪽 사면에 

불어 들어오는 북동기류의 영향을 받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에 연장선상으로 동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다시 말해, 2000년대로 들어설수록 남해

안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강수패턴이 빈번해지고 그 강수패턴이 강수량 증가 추세 패턴에서

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강수량의 증가 추세는 영동 지역에서 뚜렷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오히려 호남 일부 지역에서 더 뚜렷하다( >99%이상). 산불 추세의 경우는 한반도 

전역에 걸친 증가, 감소 추세는 보이지 않는다. 권역별로 구분하면 호남지역에서 감소 추

세를 보이며 다른 권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2) 봄철 권역별 기후와 산불발생 변화추세

기상관측소 73개 지점의 1991년~2008년 봄철(3월~5월)의 기후 추세 분석을 하였

다. 기온의 경우 겨울철과 유사하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의 증가 추세가 크다. 특히 

겨울철과 다른 점은 기온의 남북 기온 경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는 원래 지구온난화 

과정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의 증가 정도는 더 크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권역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강원, 경기 권역에서 기온의 증가 추세가 다른 두 권역보다 큼

을 알 수 있다. 통계적 유의성의 관점에서는 강원지역의 기온 증가의 통계적 유의성이 더 

크다. 기온의 증가 추세가 남북 경향을 보이는 반면 상대습도의 증가 추세는 동서 기온 경

향을 보인다.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습도의 증가추세가 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도 지역의 상대습도 증가 추세가 가장 크며 호남이 그 다음으로 크다. 그러나 충남, 호남 

표 4-3
1991년 ~ 

2008년 

겨울철, 

봄철의 (왼쪽) 

기온(℃/년), 

상대습도(%/년), 

강수량(mm/년), 

산불발생(/년) 

추세와 (오른쪽) 

해당 추세값의 

통계적 유의성 

기호(0 : > 70%, 

+ : > 90%, ++ 

: > 95%, +++ 

: > 99%, > 99% 

이상)

겨울철 기온 상대습도 강수량 산불

권역1(경기) 0.0667 + 0.0780 0 0.7175 + 0.0034 0

권역2(강원) 0.0605 + 0.1195 0 1.2091 + 0.0002 0

권역3(호남) 0.0505 + 0.1515 + 1.6166 +++ -0.0064 +

권역4(영남) 0.0562 + 0.1878 + 1.5665 ++ 0.0025 +

봄철 기온 상대습도 강수량 산불

권역1(경기) 0.0548 + 0.1452 + -1.7854 ++ -0.0121 0

권역2(강원) 0.0631 ++ 0.1066 + -1.7493 + -0.0032 0

권역3(호남) 0.0429 + 0.1106 + -0.7087 0 0.0304 +++

권역4(영남) 0.0496 + 0.0728 0 -1.1658 0 0.00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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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큰 편이다. 이는 기상학 관점으로 서해상으

로 불어 들어오는 습기를 머금은 기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습도의 증가 추

세와는 달리 강수량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대습도와 강수량은 정

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어진 추세 분석 결과에서는 이와 반대이다. 강수량의 

감소 추세는 중부지방에서 뚜렷하다. 특히 경기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통계적 유의성

이 높으며,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에서는 강수량 감소 추세가 약하며 그에 따라 통계적 유

의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산불 증감 추세의 특징으로는 호남 지방, 특히 광주광역시 

근방의 큰 산불 증가 추세를 들 수 있다. 다른 권역에서는 산불의 증감 추세는 있지만 통계

적 유의성은 없었다. 하지만 호남 지역의 산불 증가 추세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기상 인자의 증가 추세와 어느 정도 관련시켜보면, 호남지역에서 강수

량 감소 추세는 약한 반면 기온 증가 추세는 어느 정도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4-19 (좌)

1991년~2008년  

겨울철(12, 1, 2월)의 

(왼쪽) 기온(℃/년), 

상대습도(%/년), 

강수량(mm/년), 

산불발생(/년) 

추세와 (오른쪽)                    

해당 추세값의 

통계적 유의성(%)

그림 4-20 (우)

1991년~2008년 

봄철(3, 4, 5월) 

(왼쪽) 기온(℃/년), 

상대습도(%/년), 

강수량(mm/년), 

산불발생(/년) 

추세와 (오른쪽) 

해당 추세값의 

통계적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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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저감을 위한 기법

(1) 산불위험예보 

① 산불위험예보 / 산불발생위치정보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2001~2010) 연평균 478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84%에 해당하는 산불이 건조기인 1월~5월에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기간 동안 30ha 이

상의 중·대형 산불이 40건이 발생하여 32,105ha의 산림과 재산피해를 가져왔으며, 대부

분 4월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10년간 산불로 인한 전체 피해면적의 86%에 해당하는 수

치로 봄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는 가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불로 인한 국

가적 재난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IT 기술력을 접목하여 산불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와 정책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산불발

생위치정보시스템은 산불발생정보를 산불관리체계의 한 대상으로 정의하여 과거의 발생

위치, 발생원인, 시기, 피해면적 등의 자료를 구축하여 공간정보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산

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효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ㄱ. 산불위험예보

ㄱ) 국가차원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정

정부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2005년 1월1일부터 모든 위기상황을 ‘관심→

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표준화에 대응하고 있다. 2004년 9월 대통령훈령으로 제

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규정된 위기상황의 4단계 구분 및 대응조치가 2005년부

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각 단계의 경보색상을 제일 낮은 단계인 ‘관심’은 청색, ‘주

의’는 황색, ‘경계’는 오렌지색, ‘심각’은 적색으로 통일했다. 따라서 산불 등 자연재해를 포

함한 각종 재난 8개 분야 32가지 유형별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그동안 위기 

유형에 따라 경보 및 대응단계가 제 각각이었으나 앞으로는 경보의 단계만으로도 위기의 

심각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정에 따른 산불위험예보시스템 개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에서 2003년에 개발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불

위험예보시스템은 시군구별 실시간 산불위험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에 웹서비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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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다.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자동화로 인하여 국가차원의 산불 대형화 방지 및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자체 산불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산불위험

정보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산불감시 인력 및 진화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산불피해를 

저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 제정

과 산림청의 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이 완료되어 2006년 산불예방및진화등에

관한규칙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산불위험등급을 현재의 위험 낮음(산불위험지수 61미만), 

경계경보(산불위험지수 61~80), 위험경보(81이상)의 3단계에서 위험 낮음(산불위험지수 

51미만), 보통(산불위험지수 51~65), 높음(산불위험지수 66~85), 매우 높음(산불위험

지수 86이상)의 4단계 산불위험등급으로 전환되어 이를 기준으로 산불재난위기경보를 발

령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산불경보지역이 70% 이상 이거

나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산림청장 및 각 지자체단체장은 산불위험지수를 근거로 하여 전국과 해당 지자체에 산

불재난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1에서 

100까지의 산불위험지수를 행정구역별로 3단계 위험등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위험수준별

로 위험지수가 70% 이상이 될 경우 산불재난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경보 발령시 

위험수준의 종류 및 발령기준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도록 하

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하였다.

ㄷ)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고도화(http://forestfire.kfri.go.kr)

기후변화에 따라 과거 20년 동안의 산불발생 패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

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불발생확률모형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우

리나라의 산불발생확률 변화의 주원인인 기상변화와 산불발생과의 관련성을 구명하기 위

하여 1991년부터 2010년까지의 전국 기상대의 일별 기상자료들(기온, 습도, 운량, 풍속, 

강우량, 강우후 경과일 등) 중 유의성이 높은 4개의 기상인자(최고기온, 상대습도, 실효습

도, 평균풍속) 만을 추출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의 1월부터 6월까지 봄철로 구분하여 

기초 통계자료 및 산불발생위험예측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봄철

에는 산불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상변수로는 최고기온, 상대습도, 실효습도, 평균풍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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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모두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습도 및 실

효습도의 경우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상대습도 및 실효습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산불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기온의 경우에는 정(+)의 관계로 최고기온 

이 증가하면 산불발생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기대이론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풍속이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평균풍속이 낮을수록 산불발생위

험이 증가하는 특이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산불발생이 강풍 동반시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과 달리 건조도에 따라 발생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추정모형의 적합도는 -값과 표본내 예측력 비율(Percent of right prediction)로 검토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 관측된 산불발생과 추정된 산불발생의 확률이 서로 일치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서 모형 적합도에 대한 일종의 측정지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추정결과 -

값은 2000년대와 1990년대 각각 1,914.255와 1,042.184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성

이 있었으며 표본내 예측력은 2000년대와 1990년대 각각 71.7%와 71.4%로 나타나 모형

의 적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12년부터 과거 2000년대의 기후변화 패턴을 고려하여 국가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 새롭게 반영된 내용은 

① 2000년대 기후변화를 반영한 권역별 산불발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②  전국 76개 기상관측소의 실시간 기상현황을 5㎞ 격자의 초단기 실황자료와 48시

기상변수
2000년대 1990년대

추정계수 표준오차 Wald-값a) 추정계수 표준오차 Wald-값a)

최고기온 .088** .003 709.906 .064** .004 284.231

상대습도 -.055** .003 460.631 -.036** .003 122.133

실효습도 -.023** .004 35.237 -.054** .005 105.077

평균풍속 -.104** .017 35.077 -.054** .020 7.238

상수 2.706** .140 372.091 3.397** .193 308.448

Nb) 10,964 7,926

-2	Log	우도 12,104.020 8,808.385

-값 1,914.255** 1,042.184**

%	예측치 71.7 71.4

a)	Wald-값은	t-값을	제곱한	값임.

b)	특정일에	2건	이상	산불이	발생한	경우	발생건수만큼	표본수를	늘여	분석하였음.

*	95%	신뢰도에서	유의성	있음.	**	99%	신뢰도에서	유의성	있음.

표 4-4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1990년대와 

2000년대 봄철 

산불발생확률 

모형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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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후까지 예측할 수 있는 동네예보 정밀기상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에 의한 산불발

생확률을 계산하고, 

③    대면적의 소나무림 분포지역과 건조현상과 강풍 등 악기상을 고려하여 대형산불위

험 사전 예보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자동화하였다. 대형산불위험예보의 기준은 소

나무림 30ha 이상인 지역의 주변 소나무림간 최대 이격거리 2㎞ 범위내의 소나무

림을 대상으로 ‘대형산불위험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여기에 악기상 변화를 반영하

여 실효습도 45% 이하가 2일 이상, 풍속 7㎧ 이상일 때 ‘대형산불주의보’를 발령

하고, 실효습도 30% 미만이 2일 이상, 풍속 11㎧ 이상이 예상될 때 ‘대형산불경

보’를 발령하도록 하였다. ④최근 보편화되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산불위험예보 정보를 전국 어디서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손에 잡히는 산불위

험예보’ 웹서비스(http://forestfire.kfri.go.kr/mobile)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연재해방재사업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산불 관련 

시·공간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응용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더불어 일반 국민들의 이들 정

보에 대한 공유 및 서비스의 질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새롭게 개편된 4단계 산불위험예

보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첨단 IT 및 GIS 기술을 접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의 

산불발생위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어 국가차원의 자연재해방지를 위한 산불예방시스템으

로서 앞으로의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새롭게 개편된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이용하

여 지자체 산불담당자와 국민들은 산불조심기간동안 실시간 산불위험상황 및 산불발생 위

치정보는 물론 전국의 실시간 기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One-stop으로 조회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림 4-21
국가 산불위험 

예보시스템 

고도화(메인화면)

http://forestfire. 

kfri.go.kr/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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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산불발생위치정보 

ㄱ) 산불발생위치정보시스템 개발 현황

산불발생위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불발생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은 (1) 과

거 산불발생위치의 신속한 파악, 사용자의 편의성,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

축하고, (2)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하여 산불발생위치정보를 산불관리체계의 한 대상으

로 정의하여 과거의 시기별/지역별 발생위치, 발생원인, 피해면적 등의 자료를 구축하여 

공간정보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산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불담당자와 현장

활용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불발생위치정보시스템」은 

1991년 이후 발생한 산불발생위치를 산림청 산불통계대장 정보를 1:6000 연속지적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연도별 산불발생위치를 시공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산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산불발생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와 도로주변에서 발생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형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는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1:25000 수치지형도에서 등고선, 주거지, 논밭, 도로, 수계 레

이어만 추출하여 자료의 용량을 간소화하였다. 산림의 종류에 따라 산불발생이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임상도(1:25000)를 침·활·혼 3개형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산

불발생위치의 고도, 향, 경사 등 산불발생과 지형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초 DEM 자료

를 활용하여 지형분석에 활용하였다. 과거(199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발생위

치를 GIS 공간자료화 하기 위해 산림청의 산불통계대장을 입력자료로 활용하였으며, 76

개 기상관측소의 위치와 주요 국립공원 레이어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과거 대형

산불피해지 DB 관리, 산불피해지 트레킹 GPS좌표 및 사진정보의 관리는 물론 연도별, 기

간별 산불발생패턴과 빈도분석을 위한 등치선도를 생성하여 산불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22
행정구역별 

산불위험 예보 

및 대형산불위험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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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산불발생위치정보시스템의 활용 및 기대효과

2011년 봄철부터 ‘산불예방’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시기별/지역별/원인별 과거 산불

발생위치 공간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산불통계정보관리시스템의 산불피

해대장과 산불발생위치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웹 GIS 기반 산불통계정보시스

템’ 정보화사업 추진함과 동시에 지자체 및 산불유관 부처(국방부,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및 기관(한국전력, KBS 등 주요언론사)에서 문화재, 위험시설, 송전선로 등 주

요시설물 보호를 위해 과거 산불발생위치 공간정보의 공유 요청이 증가됨에 따라 유관부

처·기관간 산불방지 협력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과거 산불발생위치정보의 활용

을 통해 내 마을의 산불발생위험에 효과적 대처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원인으로 

산불이 났는지? 또는 어느 시기에 산불이 많이 났는지? 등 과거의 산불발생 통계 활용 교

육을 통해 내 마을의 산불예방대책 수립 및 산불감시원의 효율적 배치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개발되어 운영 중인 산불위험예보시스템과 산불위험정보 SMS 전송시

스템과 연계하여 산불위험정보의 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불방지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불발생위치정보시스템,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위험정보 

SMS 문자서비스, 산불관제시스템 등 IT를 활용한 고도화된 산불예방시스템 구축되었다. 

해마다 증가하는 산림재해를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형 정보인프라의 기반이 마

련된 것이다. 시기별/지역별/원인별 산림발생위치 파악을 통한 권역별 맞춤형 산불예방대

그림 4-23
스마트폰 기반 

산불위험예보-

손에 잡히는 

산불위험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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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수립 지원 및 산불감시원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져 산불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 증대와 함께 산불피해를 저감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불발생위치정보 외에도 과거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

풍으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 산사태위치정보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산불과 산사태로 인한 산림재해 위치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국가차

원의 산림재해위치정보시스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림4-24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산불발생위치 

분포도

1990년대 2000년대

그림 4-25
남부지방 

입산자실화에 

의한 

산불발생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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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불확산예측

① 산불확산예측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산불 방재

2000년 동해안 산불 이후 산불에 대한 효과적인 방재능력이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되

면서, 산불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선진화된 산불방재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되었다. 특

히, 천년고찰을 불태운 2005년 양양산불 이후 산림 내 주요 시설 예방의 중요성과 함께, 

산림생태계의 훼손 및 인명·재산상의 피해 저감을 위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산

불로부터 숲과 국민의 안전·재산을 보호하면서 효율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산불이 앞

으로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산불은 지형, 기상, 임상

구조 및 지피 조건 등 많은 인자들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아 산불의 속도와 방향 등이 복잡

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험준하고 복잡한 산악 지형과 다양한 숲 구조로 인하여 산불

의 예측 경로를 해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산불확산예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지형, 기상, 산림 등 주요 인자

들이 산불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불현

장에서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불현장에서 산

불특성을 직접 조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공간상의 정보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주

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ㄱ. 산불확산예측프로그램의 체계

산불의 대형화는 일반적으로 지표화→수관화→비화로 진행되므로, 산불확산예측프로

그램 또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산불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실용적으로 이

용되기 위해서는 자료 입력 과정이 단순하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 

생성 과정 없이 산림지리정보사업과 국가지리정보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수치임상도와 

그림 4-26
산불확산예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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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형도를 변환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입력의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사용자

의 편의성을 높였다.

ㄴ. 실시간 산불예측결과를 제시 

산불확산예측프로그램은 시간대별 산불 확산경로를 예측하여 진화대원, 진화차 등 진

화자원 안전을 확보하면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사찰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산불의 도착시간과 강도를 제공하여 시설물 보호 및 주민대피 전략 수립에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3차원 지형 상에서 제공되므로 산불지휘자는 산불발

생 지역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효율적인 지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림 4-27
산불확산 

예측프로그램 

구조

그림 4-28 (좌)

태블릿PC 

(아이패드) 에서 

산불확산예측

그림 4-29 (중)

문화재 및 주민 

대피 활용

그림 4-30 (우)

산불 확산 

예측결과를 

위성이미지에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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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효율적인 산불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가 기대

현실적인 산불확산 경로의 예측이 이루어져 진화자원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여 진

화비용 감소가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산불환경에서의 예측결과는 상황에 맞는 진화전략 

및 주민대피 계획 수립이 가능하여 진화대원과 국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등 산불 관련 기관에서 효율적인 방재활동을 위하여 시스템

의 과학화를 꾀하는 시점에서 본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산림청 

등에서 향후 개발하고자 하는 산불진화시스템과 디지털 산불상황판 등을 개발할 때 본 프

로그램이 기반이 될 것이다. 아울러 산불진화대원과 산불현장지휘자들의 교육활동에도 이 

프로그램을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3) 숲 가꾸기에 의한 산불 피해 저감

① 산불 취약지 관리 

ㄱ. 내화수림 조성

ㄱ) 조성목적

내화수림이란 ‘산불로부터 임목이 견디는 숲’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산불이 발생하

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여 진화하는 것이다. 산림의 내화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도 산불의 확산속도를 늦추기 위해 밀도관리와 가지치기 등 임업적 방법을 적용하여 수

관화로 확산되는 산불을 지표화로 지체시켜, 산불진화 헬기 등으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도

록 만드는 것이다. 즉, 산불의 확산속도를 늦추고 진화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산불 

취약지에 내화수림을 조성함으로써 산불피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31
바람장을 이용한 

산불확산예측 

(예측정확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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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조성위치

대형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침엽수 단순림을 산림관리자가 대형산불의 피해 이

력, 현재의 산림 상태 등을 고려하여 내화수림대 조성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아래와 같은 

지역에 내화수림대를 조성한다.

(ㄱ)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 지역

(ㄴ)   대형산불 피해가 있었거나 발생위험이 있는 침엽수림의 벌채 후 조림·갱신

지역 및 숲 가꾸기 지역

(ㄷ)   지역 특성이 건조하며 강풍이 잦고 사면 경사가 21° 이상으로 급하며 소나무

림이 많은 지역

ㄴ. 내화수림대 조성기준 및 방법 

ㄱ) 조림에 의한 내화수림대 조성기준

(ㄱ)   산불피해 복구지에서는 주풍(主風)방향을 고려하여 참나무류 등 내화수종

으로 30m 내외의 내화수림대를 교호로 조성하되 내화수림대 간의 간격은 

30m 이상으로 한다.

(ㄴ)   산불피해지의 벌채는 교호대상(交互帶狀)으로 하고 벌채하지 않은 지역은 조

림지가 어린나무 가꾸기에 도달할 시점에 벌채 후 조림을 실시한다.

(ㄷ) 벌채 후 조림할 경우 침엽수와 활엽수의 혼효림으로 조성한다.

(ㄹ) 마을, 도로, 농경지 인접 지역 산림에서도 내화수림대를 조성한다.

ㄴ) 문헌상에 나타난 내화성 수종

국내 문헌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내화성 수종은 수피 조직이 두껍게 발달한 수종, 잎 

수분 함량이 높은 상록활엽수종, 산불 피해 후 맹아 발생 등의 생리적 특성이 유리한 수종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내화성 수종 중 굴참나무, 황벽나무는 두터운 수피에 의하여 생장

조직이 보호되며, 동백나무, 아왜나무 등과 같은 수종은 두터운 잎을 형성하여 수목 내 높

은 수분 함량으로 산불에 대한 저항성을 이용한다.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굴참나무 등은 

산불 발생 후 맹아력이 높은 수종으로 산불 이후에 복구와 내화수림 조성에 적용 할 수 있

는 수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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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내화수림대 조성방법

(ㄱ) 침엽수 단순림의 임분밀도 관리에 의한 내화수림 조성

소나무 임분은 산불 피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임분밀도를 100본/

ha~300본/ha로 잔존시키고, 하층에 참나무류 등의 활엽수를 유도하며, 하층이 빈약한 

경우에는 내화수종으로 하층을 보완 식재한다. 우리나라 인공조림지는 대부분 침엽수 단

순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육단계별로 적절한 시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목밀도가 높은 

실정이어서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기후변화 및 임목축적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의 대형화가 우려된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소나무와 곰솔 단순림이 대부분으로 임목밀도

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산림을 혼효림으로 유도함으로써 산불의 발생 위험도와 피해를 감

소시켜 주는 시업기술이 필요하다.

(ㄴ) 임도 등 도로를 이용한 내화수림 조성

임도로부터 50m 이내를 내화성 임분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임도 양쪽에 폭 20m까지 

상층 우량목만 100본/ha 잔존시키고, 20∼50m사이는 500∼700본/ha(강도간벌)를 실시

하며, 하층은 활엽수로 구성된 내화성 임분을 조성한다. 천연활엽수림은 거리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천연림 보육을 실시한다.

(ㄷ) 완만한 능선을 이용한 내화수림 조성

내화수림대는 능선부에 6m 폭으로 식생이 없는 공간지대(임도 등)를 개설하고 그 양

쪽에 각각 12~15m 폭의 식생지대를 조성한다. 산불지연 완충지는 활엽수림으로 유도할 

표 4-5
기후대별 내화성 

수종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07-26, 

2007

지역 층위 내화성	수종

온대

교	목	성
은행나무,	참나무류,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황철나무,	황벽나무,	백합나무,	
아까시나무

아교목성 소태나무,	쇠물푸레,	마가목

관	목	성 누리장나무,	닥나무,	사철나무,	탱자나무

난대

교	목	성
가시나무류,	녹나무,	생달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육박나무,	소귀나무,	
조록나무,	먼나무

아교목성 아왜나무,	굴거리나무,	동백류,	붓순나무,	비쭈기나무,	후피향나무,	가마귀쪽나무	

관	목	성 사스레피나무,	식나무,	팔손이,	꽝꽝나무,	협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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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임분을 관리하며, 하층식생이 부족할 경우 지역 기후대에 맞는 내화성 수종을 

ha당 5,000본 기준으로 식재한다.

(ㄹ) 주요 시설 보호용 내화수림 조성

시설물로부터 15~20m의 완충지대(녹차, 채소밭, 잔디초지 및 관목류 등)를 조성하

고 그 밖으로 폭 30m의 활엽수 내화수림대를 조성한다(국립산림과학원, 2005).

그림 4-32
임도를 이용한 

내화수림대

a: 임도변에서 

20m 100본/ha, 

b: 20∼50m에서 

500∼700본/ha 

(강도간벌)

a

b

그림 4-33
임도를 이용한 

내화수림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신서 제5호, 

2005

12 123 3

30

그림 4-34
주요 시설 보호용 

내화수림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신서 제5호, 

2005

15-20m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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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산불발생위험도 분석에 의한 내화수림 조성

산불이 발생할 경우 바로 수관화로 이어져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대형

산불이 예측되고 산불확산 경로가 분석되면, 확산 경로의 지형과 임상분포를 고려하여 내

화수림대를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밀도관리와 가

지치기 등 임업적 방법을 이용하여 산림의 내화성을 증진할 수 있다. 활엽수 임상이 주변

에 있을 경우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성하며, 임목 밀도가 낮을 경우 내화수종으로 보완 

식재를 할 수 있다.

ㄹ) 내화수림대 전환방법

숲 가꾸기 작업을 할 경우에는 마을, 도로, 농경지의 인접 산림에 솎아베기를 통해 

침·활엽수 혼효림의 내화수림대로 전환이 필요하다. 대상폭 30m내 소나무림은 100본/

ha 존치를 최종목표로 시업하되 임분 상태에 따라 강도하층간벌, 300본/ha 존치, 100본/

ha 존치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소나무 임령이 20∼30년일 때, 1차 간벌은 강도하층

간벌로 임목본수를 500∼700본/ha로 감소시키고, 2차 간벌은 1차 간벌 10∼15년 후 실

시하여 300본/ha로 임목본수를 조절하고, 3차 간벌은 2차 간벌 20년 후 100본/ha로 조

절한다. 하층관리는 참나무류 맹아 무육을 실시하며 굴참나무 용기묘를 보완식재 한다.

그림 4-35
간벌 전·후 

임분변화 모식도

a: 강도간벌 

전·후 임분변화 

모식도, 

b: 300본 /ha으로 

유도,    

c: 100본/ha으로 

유도
a

20m 강도간벌구

20m

100본구

20m

20m

c

300본구16m

20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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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매년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약 667ha의 산사태가 발

생하고 있다[그림	4-36]. 또한 2000년대 들어 산사태 발생으로 매년 약 8명이 사망했으며, 복

구비로만 연평균 약 866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대 이후 

산사태 발생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최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집중호

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앞으로도 산사태에 의해 피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산사태 예측 및 관리기술 개발을 통한 체계적 방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산사태 예측 및 관리

(1) 산사태 위험지 예측 기법산사태 예측은 발생 시기(언제), 위치(어디서), 규모(어느 

정도)의 예측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발생시기의 예측은 강우, 지진 등과 같은 직접

적인 요인(要因)과 관련이 있으며, 위치와 규모는 지형, 지질 등과 같은 간접적인 요인(要

因)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보다는 강우가 직접적인 요인의 대부분을 차지

하므로 재해발생시기 예측에는 강우예측이 반드시 요구된다.

산지토사재해 예측 및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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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연도별 산사태 

발생면적 및 

복구비 추이 

이창우, 2011. 

산림지 No. 538, 

63-65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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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에 대한 시기, 위기, 규모를 통틀어 예측기술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하면 그림 

4-37과 같다. 첫 번째 분류방법은 통계적 수법을 이용한 기술과 발생기구를 물리적으로 해

석하는 물리적 기법을 이용한 기술의 이원분류 그림 4-37의 Y축이고, 두 번째는 해석대상

의 규모를 단순화하는 집합화 모델(Lumped model)과 해석대상의 규모 및 공간분포(2, 3차

원)를 정밀화한 분산화 모델(Distributed model)의 이원분류 그림 4-37의 X축이다.

그림에서 Group Ⅰ, Ⅱ는 산사태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다양한 확률분포에 의해 예측

하는 기술이다. 즉, 산사태 발생위치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수량화 

분석 등을 통한 위험도 판정,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시기 예측을 위해 강우강도, 일강우

량, 연속강우량 분석을 통한 임계강우 예측기술이 포함된다. 또한, 산사태현상의 메커니즘 

혹은 과정을 하나의 블랙박스로 가정하고 원인과 결과의 응답관계만을 고려하여 예측하는 

기술도 이에 해당된다. 

한편, Group Ⅲ, Ⅳ는 산사태 발생기작을 물리원칙, 주로 역학에 기초를 두고 해석하

는 것으로 앞의 Group Ⅰ, Ⅱ와 비교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경험(통계)이 아닌 물리이론에 기초를 두고 재해예측(과거 자료 없이 산사태 예측 가능)

-   컴퓨터 및 수치해석 수법의 발전에 크게 의존(계산기의 계산 처리능력 및 해석수

법, 매개변수 측정기술에 따라 대상규모 및 정확도 좌우) 

그림 4-37
산사태 예측기술 

분류도 

이창우. 2010, 

산지토사재해 

조기경보체제 구축 

현황과 과제. 12(1), 

131-145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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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산사태 예측의 경우 강우를 입력 값으로 하여 토양수분의 이동상황 및 지하수위

를 예측하는 포화·불포화 침투해석 부분과 사면의 안정·불안정을 해석하는 안정해석 부

분의 두 가지를 조합하여 위험사면의 위치와 시기를 동시에 예측하는 기술이 이에 해당된

다고 할 수 있다. 

산사태 예측기술은 시계열적으로 보면, 「통계적 접근(GroupⅠ)」 혹은 「집합화 모

델(GroupⅡ)」의 그림 왼쪽 상단(4사분면)에서 「물리적 접근(GroupⅢ)」, 「분산화 모델

(GroupⅣ)」의 오른쪽 하단(2사분면)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흐름은 산사태 연구

뿐만 아니라 최근의 자연과학연구 전반에 걸친 공통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예측기술을 

평가함에 있어 GroupⅢ, Ⅳ가 물리현상을 반영한다고 해서 GroupⅠ, Ⅱ보다 정도면에

서 우수하다고 할 수 없으며, GroupⅢ, Ⅳ도 어느 정도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GroupⅠ, 

GroupⅡ와 같이 특정부분을 단순화하여 적용할 수밖에 없다. 

산사태 예측기술은 적용범위 및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해

야 하며, 이는 조기경보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기술로서 정도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산사태 위험지의 지정 및 관리는 위험한 지역의 지정과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

방사업 이외에 위험지 점검, 지역주민에게 주지, 감시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 구조물 이외

의 관리도 중요하다. 또한 재해저감을 위한 종합적 행동요령(SOP)과 같은 매뉴얼 작성을 

통하여 위험지의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① 산사태 위험지 예측

우리나라의 산사태 위험지 예측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1997년 작성한 산사태위험지 

판정표를 기초로 수행하고 있다. 판정표 작성을 위해 사용된 산사태 자료는 1980년부터 

198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대규모 산사태 발생지인 안양, 평창, 진해, 보은, 정선, 영월, 

광양, 보성, 합천 창원 등 10개 지역의 317개소를 포함해 1983년, 1990년에서 1992년에 

속초, 서천, 포천, 안성, 용인, 오산, 보령, 연천, 철원지역 등에서 조사한 총 511개소의 

조사자료 중 기각검정을 통한 331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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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 판정을 위한 목적변량(종속변수) (Y)은 산사태로 인한 유출토사량(㎥)이며, 설

명변수(독립변수)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모암, 사면형, 경사길이, 경사위치, 경사도, 임

분 및 임분의 경급, 토심 등 7개 인자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앞서 언급한 통

계적 접근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수량화기법을 이용하였다. 

표 4-6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 및 각 

인자별 점수

산림청, 1998, 

사방기술교본, 

515pp

조사항목
Category	별	가중치

1 2 3 4 5

경사길이
(m)

50이하
0

51-100
19

101-200
36

201이상
74

모암

퇴적암
	(이암,	석회암,
	혈암,	사암	등)

0

화성암
	(화강암류
		기	타)
5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12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19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56

경사위치
0-4/10
0

5-6/10
9

7-10/10
26

임상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18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
(치수림)
26

·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대경목)

사면형태
상승사면
0

평형사면
5

하강사면
12

복합사면
23

토심
(㎝)

20이하
0

20-100
7

101이상
21

경사도
(	o	)

25이하
16

26-40
9

41이상
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붕괴위험도	등급	기준

구			분 점	수	계 산사태	위험도

Ⅰ등급 181점	이상 	산사태	재해	위험성	최상	(75%	이상)

Ⅱ등급	 121~180점 	산사태	재해	위험성	상	(50%	이상)

Ⅲ등급	 61~120점 	산사태	재해	위험성	중	(25%	이상)

Ⅳ등급	 60점	이하 	산사태	재해	위험성	하	(2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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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산사태 위험지도 

작성과정

이창우. 2010, 

산지토사재해 

조기경보체제 구축 

현황과 과제. 12(1), 

131-145pp

 4. 위험도 등급 구분

3. 위험점수 계산

2. 관련인자 추출

1. 수치지도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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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화 분석에 의해 결정된 각 인자별 카테고리 구분과 각 위험도 점수를 나타낸 산

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표 4-6과 같다. 산림청에서는 1997년 작성한 산사태 위험지 판

정표를 기초로 GIS기법을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지도를 작성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2004년 산사태 위험지도, 피해지 관리, 산사태 기준 강우량을 기초로 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웹 기반의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고 현재

까지 운영하고 있다. 

통계 및 집합화 모델에 의한 산사태 위험지도 제작에는 일반적으로 산사태 발생지 현

지조사(항공영상, 위성영상 포함), 위험도 분석, 판정표 작성, GIS를 이용한 위험지 등급

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GIS를 이용한 위험지도 제작을 위해 판정표에 제시된 각 인

자를 수치지도(임상도, 입지도, 지질도, 지형도)에서 추출하고, 각 인자들의 주제도를 작

성한다. 또한, 판정표 상의 인자별 점수를 각 주제도의 중첩을 통해 각 Cell 단위로 계산한 

후 이들의 합계를 산사태 위험도 판정기준에 적용하고 등급화하여 위험지도를 제작한다. 

산사태위험지도 제작과정은 왼쪽 그림 4-38과 같다.

(2) 산사태 발생시기 예측

우리나라의 산사태 발생시기 예측은 1983년 제시된 기준우량을 기초로 사용하고 있

으며, 이는 과거 산사태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강우강도, 일우량, 연속강우량별로 산사태 

발생기준우량을 설정한 것으로 표 4-7과 같다. 

본 기준은 과거 산사태를 발생시킨 강우사상을 기초로 산사태 발생시점의 연속강우

량, 일강우량, 시우량 등을 분석하여 최소한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1962년

부터 1982년에 걸쳐 산사태 발생시간이 명확한 22개 강우사상을 대상으로 선별·분석하

여 산사태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강우량을 기준우량으로 설정하였다. 여러 개

의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그림 4-3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사태는 일시적인 강한 강우강

도로 집중적으로 내린 강우에 의해서도, 장시간에 걸쳐 연속강우량이 많은 강우에 의해서

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종	류
연속강우량
(mm)

일강우량
(mm/day)

시우량
(mm/hr)

경		보 200 150 30

주의보 100-200 80-150 20-30

표 4-7
산사태 위험 

예·경보 기준

산림청, 1998. 

사방기술교본. 

515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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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림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에서는 표 4-7의 기준 및 기상청

에서 제공되고 있는 실시간 및 예보자료를 활용하여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위험지 사전 관리

산사태 위험지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지 조사 및 지정, 위험지역 통보·주지·조치 지

도, 재해예방 대책공사 및 위험지 제거(예방사방), 위험지 관리 및 점검, 산사태 감시 및 

모니터링 체제 정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위험지 조사는 산사태위험지도, 토석류피해예측지도, 황폐지 실태조사 결과 등 산림

청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지자체에서 위험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지 지정은 기본적으로 산림청 기초조사 자료를 명확히 이해하

고 현지조사요령에 따라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산지뿐만 아니라 산사태취약지역을 도시·생활권 중심으로 전면 확대 개편하여 

주거지역과 인접한 산지에 대해 산사태·토석류(土石流)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

로 하기 때문에 취약지의 누락이 없도록 조사와 지정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위험지가 지정이 된 후는 관련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취약지역에 대한 

통보·주지·위험시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원활한 

경계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경계피난체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그림 4-39
산사태 

발생강우량 

(강우량 

종류별)

이창우. 2010, 

산지토사재해 

조기경보체제 구축 

현황과 과제. 12(1), 

131-145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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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수시로 위험지에 대한 점검활동을 실시하

도록 해야 한다.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최우선적으로 사방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사방사

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사업 추진 시에는 현지 여건에 적합한 공종을 도입하여 산

사태방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또한 과거 위험지역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유림의 지가(地價)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산사태취약지역 및 인근 산지를 

예산범위 내에서 매수 또는 국·공유림과 교환하여 취약지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위험지는 사방사업실시 과정과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험성이 있는지를 관리

하고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비상

연락체계 구축 등 특별관리를 추진하고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

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산사태 위험지에 대해 시간적 혹은 공간적인 문제로 인해 즉시 사방사업의 실시가 불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산사태 감시 및 모니터링 체제를 정비하여 하류 위험지역에 거주하

고 있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경계피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 두어야 한다.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관리에 대해 앞서 언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위험지 관

리를 포함한 전체적인 행동요령(SOP)등과 같은 매뉴얼을 사전에 작성하여 모의훈련과 홍

보 등을 통해 산사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토석류 피해예측 및 관리

(1) 토석류 피해조사 방법

① 현지조사 방법 

 토석류의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지형인자, 입지환경

인자 등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여야 한다[표	4-8]. 또한 토석류는 한 지점에서의 조사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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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토석류 현지조사 

야장

윤호중 등, 2009. 

국립산림과학원, 

토석류 발생특성과 

피해규모 예측기법 

개발. 16-17pp

○	조사지	:	 도
시 읍 리

	○	조사	No	:		
군 면 리

○	조	사	자	:	 ○	조사시료명	:

○	조사일시	:	200	년					월						일				 	

○	발생일시	:	200	년					월						일					

○	피해상황
		●	인명	:								명									●	가옥	:					채
		●	농경지	:						ha								●	임도	:					m
○	계류개황
		●	계류위치(GPS)	:		동경								,	북위
		●	계류형상	:	扇狀지형		線狀지형		복합지형

○	강우상황
		●	관측소명	:
		●	강우일시	:	
		●	연속강우량	:
		●	일우량	:
		●	최대시우량	및	일시	:	

○	토석류	발생형태	:	표층붕괴,	계상퇴적물	침식,	심층붕괴	또는	땅밀림

○	토석류	발생원(붕괴지)	개요

붕괴지	번호 1 2 3 4 5

위치
동경					
북위

동경					
북위

동경					
북위

동경					
북위

동경					
북위

폭(W) m m m m m

길이(L) m m m m m

깊이(H) m m m m m

붕괴면적(WxL) m2 m2 m2 m2 m2

붕괴토량(WxLxH) m3 m3 m3 m3 m3

평균경사(°)

주변지질특성

토층이	발달한	지대
붕적토	지대,	
풍화암	지대
기타	(												)

토층이	발달한	지대
붕적토	지대,	
풍화암	지대
기타	(												)

토층이	발달한	지대
붕적토	지대,	
풍화암	지대
기타	(												)

토층이	발달한	지대
붕적토	지대,	
풍화암	지대
기타	(												)

토층이	발달한	지대
붕적토	지대,	
풍화암	지대
기타	(												)

주변지질(모암)

주변식생
입목지,	무립목지,	
황폐지,	제지,	
임간나지

입목지,	무립목지,	
황폐지,	제지,	
임간나지

입목지,	무립목지,	
황폐지,	제지,	
임간나지

입목지,	무립목지,	
황폐지,	제지,	
임간나지

입목지,	무립목지,	
황폐지,	제지,	
임간나지

대표수종

영급

경급

특징

○	토석류	유하구간의	개요

계상퇴적토사	침식구간의	평균경사(%)

계상퇴적토사의	침식량

침식폭(W) m 침식구간	길이(L) m

평균침식깊이(H) m 침식량(WxLxH) m3

잔존	계상퇴적	토사량 m3

○	토석류	퇴적구역의	개요

토석류	퇴적구역의	범위 	지형도	상에	기입

범람구역 토석류 토사류

범람개시점(범람구역의	최상류지점)	경사(%)

범람구역의	도달지점	경사(%)

○	퇴적구역의	퇴적	토사량	및	최대입경

범람형태 토석류 토사류

퇴적폭(W) m m

퇴적길이(L) m m

평균퇴적깊이(H) m m

퇴사량(WxLxH) m3 m3

최대입경 m cm

본체의	유동깊이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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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생원, 유하구간, 퇴적구역 등 점과 선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

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현장에서 위치를 파악해 가면서 장시간에 

걸쳐 이동하면서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GPS를 장착한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에 수치지도 정보를 추가하여 위치 및 수치지도 정보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손쉽게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야장도 활용되고 있다.

② 항공영상을 이용한 조사방법

토석류는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져 초동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현지조사는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반면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그에 상응하는 성과는 지극히 적은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토

석류 발생지역의 위치와 규모 등 피해양상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한 방법은 재해 발생 후

에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항공기를 이용한 

사진측량은 현재 디지털 카메라 및 GPS/INS를 사용함으로써 정사보정 및 모자이크 등의 

정보처리 과정이 촬영 후 짧은 시간에 신속히 처리하는 데까지 발달하였다. 또한 현상, 인

화 등의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정확히 토석류 발생위치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수치화되어 공간 DB화 할 수 있다. 

항공영상을 이용한 토석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4-41에서와 같이 각각 발생

원, 유하구간, 퇴적구역의 3구간으로 구분한다. 각 구역의 특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사보

정된 항공영상을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구간을 구분하여 Digitizing한다. 발생원에

a)	조사지	개요 b)	계류개황 c)	수치지도	이용

그림 4-40
PDA를 이용한 

토석류 전자야장

이창우 등, 2009. 

국립산림과학원, 

토석류 발생특성과 

피해규모 예측기법 

개발. 22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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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한 산사태는 계곡을 따라 유하하여 퇴적된다. 따라서 발생원과 유하구간은 유하구

간 시작점에서 그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구분하였고 유하구간과 퇴적구역

의 경계는 등고선 간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림에서 붉은

색이 발생원, 노란색이 유하구간, 파랑색이 퇴적구역이다.

각 구역별 Digitizing 작업으로 각 구역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생성하

였고 기존의 항공사진과 수치지도에 정확한 위치를 표시할 수 있으며 대상지역에서 발생

한 재해분포지역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그림 4-42와 같이 항공영상에 추출한 자

료를 이용하여 토석류 위험계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림 4-41
항공영상을 

이용한 토석류 

발생구역 구분

윤호중 등, 2009. 

국립산림과학원, 

토석류 발생특성과 

피해규모 예측기법 

개발. 37-38pp

<발생원> <유하구간> <퇴적구역>

그림 4-42
항공영상을 

이용한 토석류 

위험계류기준

윤호중 등, 2009. 

국립산림과학원, 

토석류 발생 

특성과 피해규모 

예측기법 개발. 

62pp

발생원 유하지 퇴적지

항   목 발생원

경사도(	-2pt	) 25.1

잡수길이(m) 8.1

유역면적(m2) 24.0

유역치수 0.0

항   목 발생원

경사도(	°	) 24.4

잡수길이(m) 129.2

유역면적(m2) 1,556.1

유역치수 4.0

항   목 발생원

경사도(	°	) 11.1

잡수길이(m) 151.6

유역면적(m2) 31,864.0

유역치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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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석류 피해예측 기법

토석류 피해범위 예측기술은 크게 예측모델개발을 통한 모델적용과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예측지도(Hazard map)를 작성하는 기술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응답모델과 물리모

델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응답모델은 경험에 의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재해를 예측하

는 방법이며, 물리모델은 복잡한 물리학의 이론을 근거로 복잡한 식을 일부 단순화하여 수

치계산 방식을 통해 재해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피해예측지도 작성기술은 예측모

델에 의해 예측된 위험지역, 과거재해이력, 피해감수성과 같은 지역특성 및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위험지역을 결정하고 그 경계를 설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토석류 피해예측지도의 활용

토석류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전 토석류 위험계류의 정확한 예측

과 위험계류에서 발생한 토석류의 이동경로 및 퇴적·범람지역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

본, 오스트리아, 미국 등 선진 각국에서는 토석류 피해저감을 위해 토석류 발생원의 예측 및 

퇴적지역의 예측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 

GIS 관련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지의 토사의 잠재침식능력을 활용한 피해예측지도(Hazard 

map) 작성에 관한 연구 및 기존 토사재해 발생지역의 침식 및 퇴적패턴을 활용한 피해예측지

도 작성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RWM을 적용하여 피해예측지도를 제작하

였다. 대상유역에서 토석류 위험구역, 주의구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며, 토석류 위험지역

(Red zone)은 붉은색, 주의구역(Yellow zone)은 노란색으로 도화하였다. 대상지역인 강원 인

제, 평창, 경북 봉화지역의 토석류 피해예측지도(1:5,000)는  그림 4-43과 같다.

 

그림 4-43
토석류 피해예측

지도 제작 

(1:5,000).

윤호중 등, 2009. 

국립산림과학원, 

토석류 발생 특성과 

피해규모 예측기법 

개발. 31-33pp

강원 인제군 기린면 강원 평창군 대화면 경북 봉화군 기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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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사태 위험지도의 경우 붕괴위험도가 높은 곳의 위치정보 제공에 그친데 비해 

토석류 피해예측지도의 경우 붕괴된 토석 및 유목 등이 하류로 유동·퇴적하는 범위를 예

측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 지도는 피해위험구역 내 주민들에게 재해예방교육을 실

시하여 재해시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뿐만 아니라 토사재해예방 차원에서도 사전에 사방댐

과 같은 구조물의 규모 및 설치장소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위험구역 내 개발

제한, 이주권고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주택과 농경

지 등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산지토사재해 예방 및 복구방안

1962년에 제정된 사방사업법에는 산사태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방

재청이나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하는 법률에서는 산사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

나 산사태라는 용어는 산지를 제외한 도로, 택지, 농지 등 모든 지역의 사면붕괴를 총칭

하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관할 기관과 상관없이 두루 사용되고 있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서 발생한 산사태, 토석류 등 산지토사재해를 계기로 산사

태에 관한 구체적 대응방안 및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산림청에서 다루는 산지토사재

해 위험지는 법률적으로 「산림보호법」(2012. 2. 22. 개정)에 정의된 산사태 취약지역 또

는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 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

역을 말한다. 이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의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을 제외한 것이다. 지자체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황폐지 실태조사와 산사태 위험지 실태조사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황폐지는 산지가 붕괴되거나 토석, 나무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

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함양을 위하여 공사가 필요한 

사방사업 대상지이다. 2011년 전국의 황폐지의 위치와 규모 및 특성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DB화하였다. 황폐지 기초조사 결과는 표 4-9와 같다. 이 자료는 집중호우 등

으로 인한 산지침식과 유로형상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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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위험지는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생활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험 지역

을 등급별로 구분하였으며, 1등급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한다. 산사태 

위험지 실태조사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1순위는 인

명피해 우려지, 2순위는 공공시설지, 3순위는 농경지와 재산피해 우려지로 정하였다. 생활

권 지역에는 주계류 뿐만 아니라 소계류까지 확대하여 사방댐과 계류보전 등 예방사방을 실

시할 것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할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 취약지역 상시 대응을 위하여 현장예방단(패트롤)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그 임무는 취약지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조치하며 피해우려

시 주민을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피해 발생 후에는 응급복구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1) 산사태 위험지 예방사방 

우리나라의 여름철 산사태는 대부분 지표 1~2m 아래의 토양이 붕괴되어 발생한다. 

이는 지질 인자의 영향뿐만 아니라, 뿌리 영향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숲 가꾸기를 통하

여 나무뿌리 말뚝효과와 그물효과를 크게 증진시키면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말

뚝효과는 나무의 수직으로 뻗는 곧은 뿌리가 암반층까지 침투하여 땅을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며, 그물효과는 나무의 가는 뿌리들이 서로 얽혀 그물망을 형성하여 흙이 쉽게 움직이

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효과를 말한다.

산에 나무를 처음 심을 때 나무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곧고 빠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

하여 통상 ha당 3,000그루의 묘목을 심는다. 심은 후 약 10년 이상 지나면 나무들 사이에

서 우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솎아베기를 실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숲은 

성장을 멈추게 되고 나무사이로 햇볕이 들지 않아 각종 재해에 취약해진다. 따라서 적기에 

숲 가꾸기를 해주어야만 숲의 환경적·생태적 건강성이 더욱 증진된다. 산림청 국립산림

과학원에서 숲 가꾸기를 실시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산사태 발생을 비교한 결

구									분 사업종별 조사결과

황폐계류
사방댐
계류보전

19,674개소
14,016㎞

황폐산지 산지사방 2,539ha

황폐해안
해안방재림	조성
해안침식복구사업

1,303ha
186km

표 4-9
황폐지 실태조사 

(2011년).

산림청. 2010. 

황폐지 실태조사 

및 시스템 개발. 

421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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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숲 가꾸기 작업을 한 후 5년 정도 지나면 숲 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이 하지 않은 지역보

다 산사태 발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숲 가꾸기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뿌리

생장이 촉진되어 산사태 발생이 급격히 감소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그림 4-44와 같이 

숲 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의 나무는 그렇지 않은 지역의 나무에 비해 뿌리의 양은 5배 이상 

더 늘어났고, 뿌리의 깊이는 2배 이상 깊어졌다. 즉, 숲 가꾸기를 하면 장기적으로 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숲은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다. 때문에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

기 위하여 숲을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2003년 ‘건강한 산림복구를 

위한 법률(Healthy forests restoration act)’을 제정하여 산림의 건강성 회복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대책의 일환으로 

330만ha(연간 55만ha)의 숲 가꾸기를 추진 중에 있다. 산림청은 2011년 26만6천ha의 산

림에 숲 가꾸기를 실시하여 숲의 건강성을 높여 가고 있다. 치산녹화기에 심어 놓기만 하

고 제대로 가꾸어 주지 못한 산림 면적이 아직도 161만ha에 달한다. 숲을 가꾸어 건강한 

숲으로 키우게 되면 산사태를 줄일 뿐만 아니라 나무의 생장도 빨라져 이산화탄소 흡수량

이 증가하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 맑은 물 공급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2) 토석류 피해저감을 위한 예방사방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토석류의 피해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공간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공간모델을 산사태 발생위험지에 적용하게 되면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피

해범위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토석류 피해예측지도를 작성할 수 있

다. 피해예측지도 중에서 주택, 도로, 농경지가 위험지 또는 준위험지 피해범위 내에 포함

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방댐과 같은 피해저감시설이 설치된다. 

그림 4-44
숲 가꾸기의 

전·후의 

뿌리발달 비교

長野縣 林務部. 

2008. 

災害の强い森林づ

くり指針. 森林の

土砂災害防止機能

に關する檢討委員

會編. 14pp

숲 가꾸기 직후 수목뿌리 숲 가꾸기 10년 후 수목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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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계곡은 계류의 폭이 좁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금세 차오르는 특징이 있다. 

물이 토사와 섞여 경사가 급하고 폭이 좁은 계류를 따라 흘러내려오면서 그 파괴력은 점

점 증가한다. 따라서 물과 토사가 합쳐지지 않게 하여 재해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사방댐은 가장 효과적인 토석류 피해 예방 시설이다. 사방댐은 토사를 가두고 

물만을 흘려보내도록 하는 계곡의 구조물로, 집중호우와 태풍에도 피해가 적은 것을 경험

한 지역 주민들은 그 효과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연차적으로 사

방댐을 시공하였으며, 현재 총 5,018개소의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다. 산림청에서는 연간 

1,000개소 이상의 사방댐을 시공하여 2017년까지 10,700개소, 2030년까지 24,600개소

의 사방댐으로 확충할 계획에 있다. 유역면적이 넓거나 계곡 길이가 긴 지역은 사방댐을 

다단계 형태로, 계통적으로 조성하기도 한다. 

여름철에 산사태 발생의 간접적 원인이 되는 임도나 군부대, 송전탑 등 인위적 시설 하

류에는 우선적으로 사방댐을 설치해야 한다. 임도는 경사가 급한 산지에 시설하는 시설물이

나 시공단가가 일반도로 심지어 농로보다 낮은 상황이기에 재해에 취약하다. 그리고 군부대

와 진입도로는 건설당시 토사를 사토장에 버리지 않고 성토부로 밀었기 때문에 붕괴가 자주 

발생한다. 우면산 산사태도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송전탑의 경우, 기초를 만들기 위하여 산

꼭대기에서 소규모 폭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매년 송전탑에서 발생하

는 산사태가 보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환경친화적 사방구조물

최근에는 그림 4-45와 같이 계류의 상류와 하류를 연결하는 환경친화형 사방댐이 많

이 도입되고 있다. 환경친화적 사방댐이란 재료, 구조, 경관적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다. 

재료적으로 사방댐의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부에는 콘크리트를 넣고 외부에는 전석

을 붙이거나 심지어 목재를 입히기도 한다. 사방댐은 구조적으로 투과형, 비투과형으로 구

분한다. 투과형 사방댐은 상류와 하류가 연결되게 만든 댐을 말하며, 비투과형 사방댐은 

콘크리트 중력식 사방댐과 같이 상류와 하류가 단절된 댐이다. 계곡 내에서 상류와 하류가 

단절될 경우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비투과형 사방댐의 경우 개선

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사방댐의 경우 경관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최근 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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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표면에 문양을 넣거나, 높낮이를 달리한 에코사방댐, 사방댐 윗부분에 녹화를 시도하는 

등 경관적으로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산지에 시공된 사방시설물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사방댐의 

재해방지 효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환경친화적 사방시설물을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

만 현지 상황에 따라 사방댐의 재료와 구조가 달라지므로, 설계자는 이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산지개발이 심하고 공간적으로 주택, 도로가 산지에 인접해 있는 곳은 비

투과형 사방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투과형 사방댐을 우선

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방댐은 계류보전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계류보전사업을 

2011년까지 4,830km를 실시하였고, 매년 600km 이상 조성하여 2017년까지 8,300km, 

2030년까지 18,800km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방댐은 토사를 걸러내어 재해를 효과적으

그림 4-45
최근 도입된 

환경친화형 

사방댐.

산림청. 2011. 

자연과 조화로운 

사방구조물 

사례조사 및 

조성기법 연구. 

160pp

< 반수면여울형 사방댐 >

< Slit 사방댐 > < Sorting 사방댐 >

< 하부개방형 사방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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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막을 수 있는 예방구조물이지만 전국에 설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

이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http://sansatai.forest.go.kr)이다.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

템에서는 산지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집중호우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지자체에서 이것을 근거로 예·경

보를 발령하게 되고 지역주민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토석류 피해예측지도는 구조물의 시공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 재해우려지역을 선정하여 사전에 피난하는 데에도 효율적으로 이

용할 수 있다. 또한 피해우려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 개발을 제한할 수도 있고 거주민

을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2012년 산지토사재해 위험지관리

시스템을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네예보자료를 이용한 구체적 위험 예·경보의 

발령, 산사태 위험등급의 정확성 제고, 토석류 피해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예

측지도의 전국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산지토사재해 

위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경

보로 산지토사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현지 실정에 적합한 단계별 

매뉴얼을 제작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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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은 0.6℃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100년간의 온도 증

가량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이상기상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기후변화는 수반되는 다른 환경 요

인의 변화와 맞물려 산림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영향은 이제 현

실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산림생태계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매우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산림생태계를 구성하

고 있는 식물, 동물, 미생물, 곤충 등 개개의 종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분석은 어느 정도 가

능하더라도 이들 구성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림생태계 전체에 대한 기후변

화의 영향분석 및 예측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산림생태계

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병해충의 발생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병해충 

그 자체에 대한 영향이외에도 그 기주식물(수목)에 대한 영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기후변화에 의한 산림병해충상의 변화는 결국 산림생태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산림병해충의 발생

변화 추이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환경적 유인이 병

해충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기후변화는 수목과 병해충 발

기후변화와 산림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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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생존, 번식, 확산, 그리고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목의 방어에 관련된 생리

적 변화, 공생자 및 경쟁자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이상 온도 및 강수량의 급격한 변화는 수목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며, 그 결과 수세가 약화

된 나무들은 각종 병해충, 특히 외래 및 강한 병원성의 병원균은 물론, 피해를 주지 않았

던 낮은 병원성의 병원균에게도 취약하게 된다(La Porta et al., 2008).

이와 같이 산림생태계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의 발생과 분

포 또한 예외가 아니며, 실제로 기후변화에 의한 산림병해충의 변화(변동)가 세계 각지에

서 보고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급격한 기후변화는 산림병해충의 발생 변화 및 변동이 

산림의 건강성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생태계 기능의 유지에도 큰 손상이 우려된다(La 

Porta et al., 2008).

기후변화와 산림병해 

(1) 기후변화와 병해발생 : 외국의 연구 사례 

세계 각국은 산림병원균 산림병해 발생 추이 예측과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모델링 시

스템을 개발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국이 개발한 모델링 시스템으로는 호주의 

CLIMAX, 영국의 PHRAME(Plant Health Risk And Monitoring Evaluation), 미국의 

TDPD(Temperature-based Disease Prediction Model), LMFS(Localized Mesoscale 

Forecast System), CMFS(Canopy-Mesoscale Forecast System) 등이 있으며, 이러한 

모델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변화가 산림병해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예측 모델링 시스템인 PHRAME Project를 이용한 포르투갈에서

의 소나무시들음병(Pine wilt disease) 발생현황 설명 및 향후 위험도 평가(Evans et al., 

2008), 기후변화 모델을 이용한 Phytophthora ramorum의 미국 내 정착 가능성 및 위

험도 평가(Venette and Cohen, 2006; Venette, 2009), 영국에서 Dothistroma needle 

blight을 비롯한 주요 병해의 증가 예측에 기초한 주요 조림 수종인 Pinus nigra ssp. 

laricio의 용재 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Broadmeadow, 2002; Watt et al., 2009), 기

후변화 시나리오와 예측 모델링을 이용한 프랑스의 주요 산림병해의 발생 예측(Desprez-

Loustau et al., 2007)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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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나아가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모델링 시스템을 이용한 특

정 기주 수목과 병원균의 향후 분포 범위, 병의 발생 빈도, 병의 피해도, 병 발생의 지리적

인 분포 범위의 변화에 대한 예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연구 결과를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산림청에서 다글러스퍼에 대한 아밀라리아뿌리썩음

병 피해분포에 대한 장기적인 발생예측 모델분석 결과를 보면, 기온상승으로 인하여 수세

가 약화된 다글러스퍼의 분포범위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병원균(Amillaria 

solidipes)의 분포에는 영향이 적어 결과적으로 북미의 다그러스퍼林에서 아밀라리아뿌리

썩음병 피해와 함께 나무좀류에 의한 공격빈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

한 모델분석에 수종 간 경쟁 및 군집구조의 변화 등은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

가하고 있다(Klopfenstein et al., 2009). 북미와 유럽에서 용재수로서 중요하지만 털녹

병에 매우 약한 잣나무류는 기후변화의 진행과 함께 다양한 인자가 관여되어 있는 병 저항

성 문제가 더욱 중요하며(Schwandt et al., 2010), 특히 병의 확산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인자인 송이풀에서의 여름포자의 발아는 서늘하고 습도가 높은 조건이 필수적이므로(이

와 김, 1968; Arsdel, 1981), 해발고, 송이풀 밀도 및 습도 등 병 발생 관여 유인(誘因)들

은 결국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Arsdel, 1981). 신갈나무의 

투바키아점무늬병의 발생은 봄부터 여름기간의 높은 습도와 온도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Takle, 2011), 미국 아이오주에서 이 병해가 심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봄 강수량의 증가와 관계가 깊다고 보고되어 있다(Harrington et al., 2011). 또한 미국 

알레스카주의 Yellow cedar decline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겨울철 토양을 덮고 있던 눈이 

빨리 녹아 세근이 동해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이 있으며(Hennen and D’Amore, 2007), 

미국 오리건주의 Douglas fir에 발생하는 Swiss needle cast의 증가는 겨울철 온도 상승

과 관련이 있다(Daniel et al., 2005). 

이상기상현상과 병의 발생과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 Phytophthora속균에 의한 역병이다. 유럽 중부에서 Phytophthora에 의한 뿌리 역

병 발생의 증가는 겨울철 평균 온도와 강우량의 증가 및 폭우 빈도의 증가와 관련이 있

다(Bergot et al., 2004). 미국 서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Quaking aspen(Populus 

tremuloides)의 급격한 고사 현상(SAD, Sudden Aspen Decline)의 증가는 고온 

및 건조로 인한 뿌리 피해와 관련이 있으며, 또한 북미에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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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tophthora ramorum에 의한 참나무 급사병(SOD, Sudden Oak Death)의 발생 및 

확산은 온난한 기간에 폭우가 쏟아지면 감염이 증가하며, 이상 고온과 건조가 여러 해 지

속되면 고사율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Kliejuans et al., 2008). 특히 참나무의 SOD

는 기주범위가 매우 넓으며, 병원성 또한 매우 강하여 우리나라 식물검역 당국에서도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계 대상 1호로 지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풍이나 허리케인과 같은 극기상현상(Extreme weather events)이 자

주 발생하면서 그 결과의 하나로 식물이나 수목이 비정상적인 높은 습도조건에 노출되면

서 피해가 극심하게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북미 플로리다의 독특한 수종인 Torreya 

taxifolia(삼나무류의 일종)의 개체수가 자주 발생하는 극기상현상과 높은 습도에서 잘 자

라는 병원성 균류에 의해 50만 본에서 현재 1,500 본만이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와 같은 병해들은 새로운 개념의 “떠오르는 감염성 병해(EIDs, Emerging Infectious 

Diseases)”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들 병해의 출현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생태계 보전

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발생예측연구의 중요성

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Pamela et al., 2004).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와 이상기상현상이 산림병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는 예측모델 개발 및 그에 기초한 발생예측에 중점을 두면서도 개개 병해 발생의 

생태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에서의 기후변화와 산림병해의 발생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상현상이 산림병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미진하며, 관련 모델개발이나 그에 기초한 병해 발생 예측 연구는 진

행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상현상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산림 병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소나무류 집단고사 현상과 이상기상 현상, 그리고 피목가지마름병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1998년, 2002년, 2007년, 2009년에 소나무와 잣나무림에

서 많은 나무가 집단적으로 고사한 바 있다. 2007년 피해는 중북부 지역의 잣나무 조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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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약 10만 본이 고사하였으며, 2009년에는 밀양, 거제, 통영 등 남부지역 소나

무 임지에서 약 1,007천 본이 고사하였다	[그림	4-46,	4-47]. 소나무와 잣나무의 집단고사현

상의 원인을 기상인자와 관련하여 분석하였으며, 그림 4-48과 4-49의 자료는 2007년과 

2009년의 기상자료을 분석한 결과이다. 왼쪽 두 그림은 월별 온도의 36년 평균값(예년 

값, 1973∼2008) 대비 당해 연도 값과의 차이(아노말리)이며, 오른쪽은 피해발생 전년도 

강수량의 아노말리이다. 각 온도와 강수량의 두 그림 중 왼쪽은 2007년, 오른 쪽은 2009

년의 아노말리를 색으로 표시한 것이다. 붉은 색은 예년 값보다 높은 것이며, 푸른색은 예

년 값보다 적음을 의미한다. 오른쪽 그림 4-48과 4-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나무류 임

지에서 극심한 집단고사가 발생하였던 2007년과 2009년 모두 2월의 평균온도는 예년 값 

대비 약 3∼5℃ 정도 높았으며, 특히 2009년도 소나무 집단고사피해가 매우 심하였던  

경남 밀양시의 경우, 2월의 월평균 온도는 예년값(1973∼2008) 대비 약 5℃가 높았다 

	[표	4-10]. 강수량의 경우, 피해 발생 전년도인 2006년과 2008년의 늦여름과 초가을에 강

수량이 매우 적었다. 결론적으로 소나무류의 집단고사는 전년도 가을 가뭄과 피해 당해 년

도의 겨울 온도가 높았던 해에 발생하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급경사지 또는 임목도

가 높은 지역에서 피해가 더 심하였다(이, 2008; 최 등, 2011). 

그림 4-46 (좌)

잣나무 집단고사 

피해 모습 

(2007. 4, 

잣나무, 충북 

청원)

그림 4-47 (우)

소나무 집단고사 

피해 모습

(2009. 4, 

소나무, 경남 

밀양)

표 4-10
2009년의 

경남 밀양시의 

월평균 온도와 

예년값(1971-

2000)의 비교

Temperature(℃)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1971-2000(A)

2009(B)

-0.2

0.0

1.8

6.7

6.8

8.8

12.9

14.4

17.5

19.8

21.6

23.3

25.2

26.0

25.6

26.5

20.8

22.2

14.6

15.7

8.0

8.5

1.8

1.9

B-A 0.2 4.9 2.0 1.5 2.3 1.7 0.8 0.9 1.4 1.1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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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8
소나무류 

집단고사 발생 

당해 연도 

월평균 온도의 

아노말리(36년 

예년값: 1973 

~2008). 

(왼쪽 2007년 

중북부지역 

잣나무 피해, 

오른쪽 2009년 

남부지역 소나무 

피해)

그림 4-49 
소나무류 

집단고사 발생 

전년도 월평균 

강수량의 

아노말리(36년 

예년값: 1973 

~2008), 

(왼쪽 2007년 

중북부지역 

잣나무 피해, 

오른쪽 2009년 

남부지역 소나무 

피해)

a) 2006/08 b) 2006/09 c) 2006/10

d) 2006/11 e) 2006/12 f) 2007/01

g) 2007/02 h) 2007/03 i) 2007/04

j) 2007/05 k) 2007/06 l) 2007/07

-5 -4 -3 -2 -1 0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a) 2008/08 b) 2008/09 c) 2008/10

d) 2008/11 e) 2008/12 f) 2009/01

g) 2009/02 h) 2009/03 i) 2009/04

j) 2009/05 k) 2009/06 l) 2009/07

-5 -4 -3 -2 -1 0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5 -4 -3 -2 -1 0 1 2 3 4 5

a) 2006/08 b) 2006/09 c) 2006/10

d) 2006/11 e) 2006/12 f) 2007/01

g) 2007/02 h) 2007/03 i) 2007/04

j) 2007/05 k) 2007/06 l) 2007/07

-270 270-180 180-90 900 -270 270-180 180-90 900 -270 270-180 180-90 900

a) 2008/08 b) 2008/09 c) 2008/10

d) 2008/11 e) 2008/12 f) 2009/01

g) 2009/02 h) 2009/03 i) 2009/04

j) 2009/05 k) 2009/06 l) 2009/07

-270 270-180 180-90 900 -270 270-180 180-90 900 -270 270-180 180-9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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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상기상현상이라는 환경적 요인 외에 이들 피해지의 고사된 나무의 가지와 

줄기에서는 피목가지마름병의 병원균으로 알려져 있는 Cenangium ferruginosum이 높

은 빈도로 검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4-50]. 피목가지마름병을 일으키는 

C. ferruginosum은 나무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외부 병징을 나타내지 않는 내생균(內生菌, 

Endophyte)이면서 비록 약하지만 병원성을 지닌 병원균이므로 환경적 스트레스에 의하

여 수세가 약화된 나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이, 2008; 최 등, 2011; 

Huo ans Li, 1990; Jung et al., 2001; Kim et al., 2009; Kobayashi, 1963). 결론적

으로 소나무 및 잣나무 피해는 피해 전년도 8∼10월의 극심한 가뭄에 의해 1차적으로 생

장의 둔화현상이 나타나고, 피해 당년도 1∼3월에 이상고온현상에 의한 2차적인 고온건조스

트레스를 받은 후 이들 나무의 침엽 내부에 내생균으로 잠복하고 있었던 저온성 피목가지마

름병균이 쇠약해진 잣나무의 어린 가지와 줄기부분에 침입하여 결국은 나무전체를 고사에 이

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01; 이, 2008; 최 등, 2011). 

비록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병해의 발생예측이 매우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많은 연

구자들은 따뜻한 겨울기간이 지속되면 병원성이 낮은 균류들의 활력이 높아질 것이며 그

로 인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테면 겨울기온의 상승과 함께 기록적인 

저·고온 및 극심한 가뭄 등 이상기후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초래하게 되는 수목생

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특히 잣나무와 같은 한대성 수종에서, 내생균으로 잠복하고 있는 피

목가지마름병균과 같이 병원성이 낮은 균류에 의한 피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

으며,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좀류에 의한 산림 피해의 증가도 같은 이유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50
피목가지마름병 

병징(A) 및 

표징(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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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푸사리리움가지마름병의 국내유입 및 확산

현재 전국적으로 리기다소나무와 리기테다소나무 등 일부 소나무림에서 푸사리움가

지마름병(Fusarium circinatum,	[그림	4-51])이 확산되고 있다. 이 병해는 1946년 미국 플

로리다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아열대성 기후지역대인 멕시코, 하이티, 남아프리카공화

국, 스페인, 일본 오키나와 및 큐슈 남부지역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기주수목은 30여종

의 소나무류이다(Kim et al., 1997; Lee et al., 2000; Sinclair and Lyon, 2005; Aoki 

et al., 2011). 1999년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의 라디아타소나무림에 발생하고 있는 피해

규모는 발생면적 약 920만ha, 감염율 85%, 고사율 25%로 평가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

충병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나무류 병해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은 1996년 경기도 지역의 리기다소나무림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

견된 이후, 인천, 홍성, 서산, 강진, 해남 등 주로 서부지역에서 큰 피해를 주다가, 현재는 

부산 및 경남 일원을 포함한 내륙으로 확산 중에 있다.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의 세계 분포

지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아열대성 기후대에 속하는 지역이

며, 온도라는 면에서 제주도는 이 병의 세계 분포지역의 기온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병해의 발생 중심지인 경기도 및 충청북도의 1월 평균기온이 -4∼-5℃

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이 병의 세계적인 분포에 있어 가장 북단에 위치하며, 온도

라는 면에서만 보면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의 국내 발생과 관련지어 

중요한 것은 겨울철 온도이며, 특히 1월 온도의 장기적인 변화의 추이이다. 1월의 온도는 

그림 4-51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피해 

(왼쪽 : 

리기테다소나무, 

제주시; 오른쪽: 

리기다소나무, 

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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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균의 월동, 즉 병원균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계적으로 

1960년대 중반이후 기온의 상승은 뚜렷하며, 그 중에서도 겨울철 최저기온의 상승은 두드

러진다. 우리나라 겨울철의 이상고온현상은 1980년대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철의 평

균·최고·최저기온 모두 매년 연속적으로 예년 값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이 외래 병해

의 국내 유입·확산·정착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

③ 잣나무 잎떨림병·털녹병

잣나무 잎떨림병은 10년생 내외의 어린 나무에서 발생하며, 한랭 다습한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해로 알려져 있다(이와 김, 1986; Sinclair and Lyon, 2005). 우리나라에서

는 1970-80년대 대표적인 산림병해의 하나이었으며, 서울을 비롯하여 광릉, 양평, 가평 

등 서울 근교와 홍천, 평창 등 잣나무 조림지에서 흔하게 발생하여 4-5월 새순이 발생하

기 전에 2년생 이상의 잎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대량으로 떨어져 어린 나무의 생육에 큰 피

해를 주었다. 2011년 현재 경상남도 거창조림지를 최남단으로 전국적으로 영월, 평창 등 

비교적 고산지역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그림	4-52]. 잎떨림병이 아직도 10년생 내외의 조림

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와 분포지역이 매우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현재까지 얻

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52
잣나무 잎떨림병 

발생분포  

(2011. 8 현재)

1970~1990년대

N38°

양구(1,000m)

홍천(450m)

진부(550m)

횡계(650m)

영월(1,000m)

제천(450m)

거창(450m)

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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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잣나무 잎떨림병의 발생분포 변화에 대한 온도 및 습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거창 피해지에서 낙엽 직후 수집된 잎을 미발생 6개소를 포함한 전국 14개소에 배치한 뒤 

자낭반 형성과 자낭반 성숙율을 조사하였으며, 온도 및 습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습도의 경우 병원균의 포자 생성 기관인 자낭반 형성과 성숙에 미치는 영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온도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그림	4-53]. 성숙한 자

낭반에서 포자 자유낙하법으로 채집된 자낭포자의 발아율을 조사한 결과 약 17℃의 저온

에서도 발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잣나무 잎떨림병균의 발생, 생육, 

확산 및 분포에 온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1970∼1980년대 우리

나라 잣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병해의 하나이었던 잎떨림병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기후

변화에 따른 온도상승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Lee et al., 

2011; 최 등, 2011). 

잣나무 털녹병은 잣나무 잎떨림병과 같이 1970∼80년대 우리나라 10대 산림병해충

의 하나이었으며, 해발 1,000m 내외 고산지역의 20년생 이하 어린 잣나무에서 주로 발생

하는 병해이다(이와 김, 1986; Sinclair and Lyon, 2005; Kim et al., 2010). 이 병해의 

발생 면적은 1978년에 4,064ha를 정점으로 1996년 이후 발생기록이 없었으나 최근 다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1년 현재 평창, 영월, 정선. 횡계 등의 고산지역 잣나무 유

령림 30-40ha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그림	4-54] (최 등, 2011). 

그림 4-53
잣나무 

잎떨림병균의 

자낭반 

형성(왼쪽)과 

성숙(오른쪽)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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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나무 털녹병은 발생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인자가 한랭하고 다습한 기상조

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Arsdel, 

1981), 이 점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아직 연구된 바 없으므로 추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④ 소나무재선충병과 참나무 시들음병: 매개충에 의하여 전파되는 산림병해

기후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대기온도의 점진적 상승은 필연적으로 곤충류의 겨울기

간 생존율과 생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이들 곤충의 지리적 분포 또한 넓어질 것으

로 예상된다. 곤충류의 서식환경 변화와 분포지역의 확대는 특히 매개충에 의하여 전파되

는 병원균에 의한 피해를 필연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병원체가 매개충에 의하여 전파되

는 병해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에는 소나무재선충병(매개충: 솔수염하

늘소, 북방수염하늘소; [그림	4-55])과 참나무시들음병(매개충: 광릉 긴나무좀; [그림	4-56])

이 있다. 

소나무재선충을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의 분포에 대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분석

한 일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 솔수염하늘소는 유충이 나무의 재부(材部) 깊숙한 곳

에서 월동하므로 분포의 제한요소는 겨울기간의 온도가 아니라 생육 및 번식 기간의 온

도이며, 2) 동북지역의 추운 지방에서 월동 유충에서 성충 탈출 때까지 2∼3년이 경과

그림 4-54
우리나라에서의 

연도별 잣나무 

털녹병 발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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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3)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들 지역에서 년 1회 성충이 탈출하

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매개충의 밀도 또한 증가하게 되며, 4) 그 결과 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도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藤田和幸, 2004). 일본에서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본과의 환경조건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피해확산의 차단에 주력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자연적 피해확산의 위험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대비하여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에 대한 발

육모델 개발을 위한 내한성 비교 실험을 기초로 이들 2종 매개충의 혼재지역이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 특히 솔수염하늘소의 분포가 북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2011).

2004년 여름에 경기도 성남시의 중원구 일원을 중심으로 경기도, 강원도 및 전

라북도의 43개 시군구에서 약 10,000여 그루의 참나무류에서 시들음병(Raffaelea 

guercus-mongolicae)이 발생하였으며 주 피해수종은 신갈나무이었다. 피해의 정도

를 떠나서 이 병해의 발생은 우리나라에서 참나무류가 생물학적 원인에 의하여 고사하

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할 만한 사건이며, 앞으로 이 병해의 확산 및 피

해 진전 여부는 우리나라의 산림보호에 대단히 중요한 현안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

라 참나무류 시들음병의 병원균과 매개충이 대단히 유사한 일본의 참나무류 집단고사

그림 4-55
소나무재선충병 

(A: 피해 모습 

(경남 진주), 

B: 매개충 

(솔수염하늘소), 

C: 소나무재선충)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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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35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의 가시나무류가 대량고사하기 시작한 이래 1948년

에서 1957년에 걸쳐서는 효고현에, 1959년에는 야마가타현, 1973년에는 니이가타현

에 발생하였다. 현재에도 일본 본토 서쪽 해안림을 따라 북상하면서 최근 태평양 연안

의 일본 동남부지역에서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Ito et al., 2000). 일본에서 참나무

류 시들음병의 발생 및 피해 확산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haoda-kagawa et al., 2010). 아울

러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들음병을 포함한 참나무류 수목의 쇠퇴 및 고사원인으

로 특정 병원체이외에도 다양한 환경적 유인(건조, 저온, 미생물이나 곤충의 가해, 대기

오염)이 거론되어 왔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생되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과 북미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참나무 역병, 느릅나무 시들음병에 대한 장기확산 모델에 대한 연구 결과, 약 3℃정도 기

온이 상승하였을 때 이들 병해는 유럽의 해안선을 따라 상당히 북상하면서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참나무림에서 병해충에 관한한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연구들은 참고할 만한 것이며, 참나무 시들음병의 국내발

생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산림자원 보호의 측면이외에도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생태

학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4-56
참나무 시들음병 

(A: 서울 북한산 

피해지(2011); 

B: 병원균에 

의한 조직 변색; 

C: 매개충 

(광릉긴나무좀); 

D: 매개충 침입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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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해충

 (1) 캐나다 동부에서의 미국소나무좀류(Mountain pine beetle) 대발생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캐나다 동부 브리티쉬 콜럼비아주에서의 미국소나무좀류

(MPB) 대발생은 기후변화가 산림병해충 대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가장 좋은 예

이다. 발생면적은 130,000km2로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보다 넓다. MPB는 학명이 

Dendroctonus ponderosae로서 북미가 원산지인 종이다. MPB는 주로 미국 소나무류를 

공격하며 폰데로사 소나무와 로지폴 소나무가 주 기주로서 이들 기주의 분포가 멕시코 북

부에서 브리티쉬 콜럼비아주 중부까지 분포하나 MPB의 대발생은 주로 미국 동부 또는 캐

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 주 남부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 MPB의 분포는 기주 분포범위

보다는 기후조건에 의해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MPB가 서식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강우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겨울 최저 기온

이 -40℃가 되면 월동중에 거의 100%의 MPB가 저온 때문에 죽으며 MPB 성충이 날아다

니기 위해서는 최소 18.3℃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강우량이 적으면 기주인 로지폴 소

나무의 MPB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하여 MPB 발생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거 온

도와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GIS 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 MPB 발생에 적합한 지역

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들 지역이 실제 MPB 대발생 지역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기후변화가 MPB 대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겨울철 온도가 

-40℃이상으로 유지되어 MPB가 겨울 저온으로 죽는 확률이 감소하여 밀도가 증가된 것

이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후변화만이 MPB 대발생을 유발한 것은 아니다. MPB는 주로 큰 나무를 공격하는

데 로지폴 소나무 경우 60년 이상이 되면 MPB 공격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한다.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 주의 로지폴 소나무 대부분은 수령이 60년 이상이어서 MPB 공격에 취

약한 임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MPB 대발생 결과 수많은 로지폴 소나무가 죽었으며 이는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

주의 산림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산업, 문화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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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숲에서 탄소 배출, 흡수를 시뮬레이션하여 분석한 결과 적어도 2020년까지 이들 

소나무 숲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예는 기후변화

가 산림병해충 대발생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대발생이 수목 고사뿐

만 아니라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생태적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Choi, 2011).

(2) 왜 기후변화가 산림해충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기후변화가 산림해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다. 이

에 대한 대답은 산림해충, 즉 곤충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항상 일정한 체온

을 유지하는 사람과 달리 곤충의 체온은 주위의 온도에 의해 조절된다. 이러한 사실 때문

에 곤충의 생활사가 사람과 같은 포유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사람의 

수명은 주위의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일정한 체온을 지님으로서 대

사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곤충의 체온은 주위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곤

충의 대사율 또한 주위 온도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곤충의 생리대사는 주로 효소의 활성

에 의해 결정되는데 효소의 활성은 온도에 의해 달라진다. 대개 고온일수록 효소의 활성이 

높으며 일정 임계온도를 넘으면 활성이 저해되게 된다. 즉 곤충의 대사는 저온에서는 느리

게 진행되고 고온에서는 빠르게 진행되므로 저온에서는 곤충의 발육이 느리고 그 결과 수

명이 긴 반면에 고온에서는 발육속도가 빠르고 수명 또한 짧아지게 된다. 수명과 발육속도 

뿐만 아니라 산란율 또한 온도의존적이다. 즉 곤충의 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사 전반이 

온도에 의해 조절되며 이는 온난화가 곤충들의 생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많은 곤충들, 미국흰불나방, 나무좀류, 기생봉 등의 생활사가 온도

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온도에 대한 곤충의 반응은 여러 가지 실험과 수리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량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도 또한 여러 가지 곤충군에서 수행되어 왔다. 국내종인 김어리톡

토기는 생활사 또한 온도의존적이다. 이 종은 17℃조건에서는 최대 약 70주까지 생존이 

가능하나 28℃에서는 최대 약 30주까지만 생존이 가능하였다. 산란수는 20℃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온도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Choi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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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의 생장을 정량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곤충 개체군 변동을 정량화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리적인 도구의 발전과 컴퓨터의 발달은 수리적인 

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구현의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실제로 김어리톡토기의 온도의존

적 생활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생활사를 묘사하는 시뮬레이션이 구현되었다 (Choi et 

al., 2006). 실제로는 복잡한 수리적인 분석과 도구들이 이용되었으나 이를 개념적으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곤충의 발육은 온도에 의존적이며 이는 곤충이 획득한 열량과 비례하다는 것이다. 즉 

저온 임계온도가 10℃인 곤충이 20℃조건에서 30일간 서식하여 알에서 성충이 되었다면 

이 곤충이 얻은 총 열량은 (20-10)*30=300 온일도이며 이 곤충이 알에서 성충까지 발육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은 300 온일도라는 의미이다. 이 곤충이 25℃조건에서 서식하였

다면 성충이 되기 위해서는 300/(25-10)=20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곤충이 생활

사를 이와 같은 개념으로 수치화하여 곤충 개체군 동태를 수치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온

난화에 의한 곤충 생태 변화는 적어도 개체군 수준에서는 온도발육 자료가 있다면 어느 정

도 추정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산림해충은 다른 곤충류에 비해서 사육이 곤란하고 발

육기간이 길므로 이러한 온도 발육 자료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덜 누적되어 있는 실정

이다. 그리고 실제 곤충개체군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과 다른 곤충, 천적

들과의 상호작용하에서 존재하므로 실제 기후변화가 곤충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연구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3) 기후변화가 산림해충 발생에 미치는 영향들

지구온난화가 산림해충에 미치는 영향은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번 

꼭지에서는 이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하며 주로 외국의 예를 인용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발생세대의 증가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온도상승은 곤충이 서식할 수 있는 기간을 증대시키고 누적되는 열량

을 증대시켜 세대수 증가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노르웨이에서의 연구는 지구온난화가 나

무좀의 일종인 Ips typographus 세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노

르웨이의 남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나무좀의 발생세대는 연간 1세대이다. 그러나 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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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 지역의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2.5℃ 상승하면 노르웨이 대부분 지역에서 이 나무좀

의 발생은 연간 2세대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나무좀에 의한 피해가 증대하며 발생 시

기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Jönsson et al., 2009). 실제로 이와 유사한 예가 미국

흰불나방의 세대 수 증가로 일본에서 보고되었다. 미국흰불나방은 미국에서 일본으로 유

입된 종으로서 유입 당시 미국흰불나방은 1년에 2세대 발생하였다. 그러나 1970년 중

반에 1년에 3세대 발생하는 흰불나방 개체군이 발견되었고 이 3세대 개체군은 북상하여 

현재는 북위 37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2화기 개체군, 남쪽은 3화기 개체군으로 구성되어 

있다(Gomi, 2007). 

이들 여러 개체군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미국흰불나방은 단일 개체군에서 유래된 것

으로 추정되었으며 개체군의 분화는 일본에 침입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

였다 (Gomi et al., 2004).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화기 변화 동안 3화기 개체군의 

생활사에 변화가 생겨 발육속도가 이전에 조사된 발육속도에 비해 빨라졌으며 광주기에 

대한 반응도 달라졌다는 점이다 (Gomi et al., 2005). 이러한 점은 산림해충이 새로운 기

후에 적응하는 동안 생활사 변화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분포범위가 북상한다는 시나리오이다. 대부

분의 산림해충은 서식에 적합한 온도 범위를 가지고 있다. 곤충의 이동능력은 식물에 비

해 높으므로 기온상승에 따라 분포지가 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핀란드에서의 연

구는 유럽에 분포하는 얼룩매미나방의 분포가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북상할 수 있으며 

북상정도는 온도 상승정도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anhanen et al., 2007). 

물론 이러한 연구에서는 얼룩매미나방의 적응과정이나 다른 종과의 상호작용은 고려되

지 않았으나 온난화 진행에 따라 곤충 개체군이 어느 정도 북상할 수 있는지를 적절하게 

보여준 예라 하겠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소나무류를 가해하는 나방인 Thaumetopoea 

pityocampa의 분포 범위가 최근에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분포확산 범위는 연 평균

기온의 상승폭에 비례하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Battisti et al., 2006). 이러한 

예들은 우리가 가상의 시나리오로 연구하였던 결과들이 실제로 생태계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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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영역은 개체군간 상호작용의 변화이다 곤충 개체군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그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초식 곤충 개체군의 밀도를 조절하는 천적 곤충 개체군

들의 역할은 온난화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영국에서의 연구는 진딧물과 진

딧물의 포식충인 무당벌레간의 상호작용이 온난화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온도조건에 따라 포식자-피식자 상호작

용에 의해 안정되는 무당벌레 밀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온난화와 관련된 대

기중 CO2 농도의 증가는 식물의 생리 변화를 야기하여 초식곤충 및 천적 곤충 밀도 변화

를 야기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Stacey and Fellowes, 2002).

네 번째 영역은 곤충상의 변화이다. 군집내의 곤충상은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한 결

과이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는 곤란하나 영국의 전문가들은 온난화에 의해 영국 

산림에서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곤충 목록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은 Elatobium 

abietinum (진딧물류), Hylobius abietis (바구미류), Dendroctonus micans (나

무좀류), 솔여섯가시나무좀 (Ips acuminatus), 왕소나무좀 (I.cembrae), Pissodes 

castaneus (바구미류), Rhyacionia buoliana (순나방류), Agrilus pannonicus (비단

벌레류), Platypus cylindirus (긴나무좀류), Longhorn beetles (알락하늘소), Tortrix 

and winter moth (나방류), Cameraria ohridella (굴나방류), Sesia apiformis (나방

류) 등이다 (http://www.forestry.gov.uk). 재미있는 것은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광릉긴나무좀과 같은 속에 속하는 긴나무좀류가 문제 해충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로 나무 줄기를 가해하는 바구미류, 나무좀류, 긴나무좀류 등 천공성 해충이 많

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의해 이동성이 없는 수목이 받는 스트레스

가 증가하여 천공성 해충류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Choi, 

2011). 위와 같이 온난화에 의해 발생이 예측되는 산림해충은 과학적인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정되었다기 보다는 전문가의 견해로 선발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후변화가 산림해충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래종 침입 가능성의 증대이다. 외래종의 침입은 침입종의 생활사적 특

성, 기주식물 군집, 외부 유입원 강도 등의 조건이 일치하여야 가능하다. 최근의 국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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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증가는 외래종의 침입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이와 별도로 외래 식물종 유입가능성 증

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과거에는 침입하지 못하였던 종들의 침입가능성 및 정착 가능성

이 증가하였다 (Ward and Master, 2007). 영국에서는 알락하늘소류인 Anoplophora 

glabripennis 온난화로 인하여 영국의 따뜻한 해안 지역에 정착할 확률이 높아졌음을 보

고하였다. 그리고 실제 항구에서 모니터링 결과 나무좀류인 Ips typographus 관찰빈도가 

증가하여 침입 확률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착가능성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두 

해충은 온난화에 의해 영국에 유입가능성이 증대된 해충으로 간주되고 있다.

(4) 국내에서 보고된 기후변화가 산림해충 발생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의해 국내 산림병해충 생태변화 조짐이 보고되어 있다. 이를 앞 장에서 설

명한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솔나방 세대수 증가가 보고되었다. 솔나방

은 흔히 송충이라 불리는 해충으로서 1960년대, 70년대 국내 산림의 주요 해충 중의 하나

였다. 솔나방은 토착해충으로서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대발생이 보고될 정도로 문제가 되었

던 해충이다. 1970년대까지 솔나방은 1년 1세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1990년 중반이후 유아등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솔나방의 발생은 이전에 

보고되었던 것처럼 1년에 1세대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1년에 2세대가 발생하였음이 보고

되었다. 또한 성충 발생시기 또한 채집 연도에 따라 변이가 있으나 7월과 9월로 추정되었

다(권 등, 2002). 또한 솔나방의 실험실내 온도 발육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 솔나방은 1994년 이후 1년에 2세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야외에서 솔나방이 1년 2세대 발생한 경우가 1996년에 보고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솔나방의 온도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와 도시 

열섬현상에 따른 온도상승이 적어도 경기 중부의 솔나방의 발생 생태를 변화시켰음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솔나방이 1년에 2세대 발생한다고 하여 솔나방 대발생이 우려되

는 것은 아닌 듯하다. 솔나방은 주로 솔잎이 연한 봄철에 솔잎을 많이 섭식하는 해충이나 

1년에 2세대 발생함에 따라 솔잎이 많이 경화된 여름이나 가을에 솔잎을 섭식해야 되며 

일부 개체들은 여름철 고온기간을 견뎌야 한다. 이러한 환경은 솔나방 밀도 증가에 불리한 

조건이 되는 듯하다 (Choi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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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잠재적 해충인 나방 종이 북상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 서해 대청

도에서는 아열대성 나방류가 10종이 보고되어 국내 생태계에 남방계 곤충이 유입이 일어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 등, 2006). 이와 별도로 기후변화에 의해 분포 북방분포 

한계 북상이 우려되는 해충으로는 솔수염하늘소가 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으로

는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가 있다. 솔수염하늘소는 주로 남부에, 북방수염하늘

소는 솔수염하늘소보다는 북쪽에 분포한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이들의 분포가 기온에 대

한 적응 차이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솔수염하늘소는 온난한 기온을, 북방수염하늘소는 상

대적으로 서늘한 기온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Kwon et al., 2006). 그러나 한

반도에서 온난화가 진행된다면 솔수염하늘소의 분포가 북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재선충 매개하는 능력이 크므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증가할 우

려가 있다.

현재까지 기후변화에 의해 개체군간 상호작용이 변화는 국내에서 보고된 바가 없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곤충상 변화로서 새로운 잠재 해충 대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영

국에서도 대발생이 우려되었던 솔여섯가시나무좀 발생이 2010년 보고되었다. 2010년 경

북 영양 약 10ha 잣나무 임지에서 대발생하여 1,300여본의 잣나무를 고사시켰다. 나이테 

분석 결과 이 지역은 잣나무 생장은 최근 5년 전부터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임지가 잣나

무 생장에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하기간벌 수행후 간벌목을 임

지에 방치하여 솔여섯가시나무좀 증식이 가능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양 인근지역

에서 솔여섯가시나무좀 피해가 관찰된 임지를 분석한 결과 주로 경사지고 건조한 임지에

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Kim et al., 투고중) [그림	4-57].

그림 4-57
솔여섯가시나무좀

성충(A), 잣나무 

피해목(B), 

천공크기(C), 

솔여섯가시 

나무좀이 형성한 

갤러리(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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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참나무시들음병도 기후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참나

무시들음병균을 매개하는 광릉긴나무좀은 국내 토착종으로 알려져 있다. 광릉긴나무좀이 

주로 공격하는 신갈나무는 비교적 저온 조건을 선호하는 수종으로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 

신갈나무가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광릉긴나무좀 공격에 취약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최근 산림녹화가 완료됨에 따라 신갈나무 숲이 주로 흉고직경이 큰 나무 위주로 

구성된 점도 광릉긴나무좀 발생 증가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광릉긴나무좀서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이 증가하였다는 가설

이 있으나 (Choi, 2011),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유입이 의심되는 꽃매미는 중국이 원산지로서 2006년 서울 은평구 등에서 대발

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해충이다. 2006년 서울 및 수도권 인근, 천안, 청주 등

에서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이후 전북 정읍, 경북 상주 등에서 발생이 보고되었다. 꽃매미

는 주로 가죽나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죽나무는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하

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과의 교역증가로 중국으로부터 외래종 유입가능성이 증가하였다. 

꽃매미는 알로 나무 수피나 기타 인공물 표면에서 월동을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교역용 

컨테이너 등 화물에 알이 부착되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과 더불어 

최근 겨울 기온 상승이 꽃매미 유입을 촉진하였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꽃매미 알은 수

피에서 월동하여 겨울 저온에 취약하므로 겨울 온도 증가로 인하여 꽃매미가 정상적으로 

세대를 마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이 가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온도가 상이한 춘

천, 청주, 전주에서 월동을 마친 꽃매미 알 덩어리를 채집하여 부화율을 조사한 결과 겨울 

그림 4-58
꽃매미 생활사

알 약충

약충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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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가장 낮은 춘천에서 채집된 알 부화율이 가장 낮았고 온도가 가장 높은 전주에서 

채집된 알 부화율이 가장 높았다 (Lee et al., 2011). 이 결과는 외래종인 꽃매미가 정착

하는데 있어 겨울 온도의 증가도 기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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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탄소배출권 조림
(A/R1) CDM)

조림(A/R) CDM 제도 도입과정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에

서 부속서Ⅰ당사국(Annex I Parties)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

록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및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같은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을 도입하였다(IGES, 2011).

2001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7)에

서는 마라케쉬합의(Marrakesh accords)를 채택하고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및 교토메커니즘 이행을 위

한 구체적인 세부규칙 및 절차를 완성하였다. 특히, LULUCF 결정문 제13조에 의해 제

1차 공약기간 동안 CDM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주는 신규조림 및 재조림 활동으

로 제한되었으며, A/R CDM 사업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배출권은 1990년 배출량의 1%

를 넘을 수 없도록 한정되었다. 2003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9)에서는 A/R CDM 사업의 세부규칙 및 절차가 최종 확정되었다. 2004

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1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0)

에서는 소규모 A/R CDM 사업의 추진과 촉진을 위한 세부규칙과 절차를 채택하고, 2005

년 8월에 소규모 A/R CDM 사업 활동을 위한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이 마련되

었다.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3)에

1) Afforestation/Reforestation, 이하 A/R

2) Conference of parties, 이하 COP

해외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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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소규모 A/R CDM 사업을 통해 획득 가능한 배출권의 인정상한량이 8,000 CO2톤에

서 16,000 CO2톤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는 발리로드맵(Bali road map)이 합의되어 기후변화

협약 이행 방법의 감축분야 중 세부적인 방안으로 새롭게 산림전용부문이 포함됨으로서 

LULUCF CDM의 대상 범주가 확대되고 1990년 배출량의 1% 상한량 개정 및 비영속성과 

누출을 처리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다(배재수 등, 2009).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는 개발

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에 따른 배출감축과 산림을 통한 탄소저감증진(REDD+,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3))에 대한 대책 등을 채택하고 이를 위한 선진국의 지원 체계를 정했다.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는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가 개최되어 산림

황폐화와 대규모 벌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막는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

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3)   2008년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4) 때 REDD+의 활동범위가 넓어지면서 +가 붙었으며 기존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는 물론 산림탄소축적 보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조림과 산림복원을 통한 산림탄소축적 증진부문에 대해

서 재정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림 5-1
A/R CDM 법적 

틀 경과
COP3

COP7

COP9

COP10

COP11

COP13

COP15

COP16

1997년

2001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CDM명시

·LULUCF분야의	CDM은	A/R로	한정
·신규조림을	정의

·A/R	CDM은	사업의	추진과	촉진을	위한	세부규칙과	절차

·소규모	A/R	CDM은	사업의	추진과	촉진을	위한	세부규칙과	절차
·소규모	A/R	CDM사업의	간소화	규칙	

·소규모	A/R	CDM	사업활동을	위한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소규모	A/R	CDM	사업의	배출과	인정상한량	상향	조정

·LULUCF	CDM사업	대상	범위	확대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및	악화	방지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활동에	대한	대책	채택

교토의정서(12조)

마라케쉬합의
(13조-15조)

발리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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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A/R) CDM 사업 개요

(1) A/R CDM 제도의 의의 

법적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가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는 시

장원리에 입각한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하여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교토의정

서 12조에 명시되어 있는 CDM은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속서Ⅰ당

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Ⅰ당사국(Non-Annex I Parties)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부속서Ⅰ당사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A/R 

CDM은 특히 교토의정서 제3조 3항와 제3조 4항에 기초하여 토지이용변화(신규조림, 재

조림, 산림전용) 및 산림경영, 농경지 관리, 목초지 관리, 식생복구를 대상으로 규정된 사

업을 포함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산

림 흡수원을 이용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조림(A/R) CDM 용어 정의

① 산림의 정의

마라케쉬합의문에 기초하여 산림 정의의 임계치는 최소 토지 면적 0.05~1.0ha, 최

저 수관울폐도 10~30%, 최저 수고 2~5m로 정의되었다. 이를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제

5차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의에 기초하여 최소 토지면적 0.5ha, 최저 수

고 5m, 최소 수관울폐도 10%로 정의하여 CDM 집행위원회에 2009년도에 등록하였다.

② 대상 활동의 정의

A/R CDM 사업에 있어서 대상활동 또한 마라케쉬합의문에 의해 정의되어 있으며 교

토의정서의 제3조 3항과 4항의 대상 산림의 범위를 보다 엄밀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구체

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3) 조림(A/R) CDM 사업 종류

① 일반 A/R CDM 및 소규모 A/R CDM 사업

A/R CDM 사업은 실시되는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 A/R CDM 및 소규모 A/R CDM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9)에서 세부 규칙 및 절차

가 결정된 일반 A/R CDM 사업은 에너지 관련 배출 감축 사업 등 일반 CDM 사업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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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범위가 넓으나 운영규칙과 수속 및 추진 절차 등이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든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조림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제1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0)에서는 소규모 A/R CDM 사업의 

세부 규칙 및 절차의 간소화 규칙이 결정되었다. 

소규모 A/R CDM 사업은 CDM 사업 유치국에서 정한 조림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저

소득 공동체와 개인이 참여하며 흡수량이 연간 16,000 CO2톤 미만으로 예상되는 조림사

업이다. 사업규모는 조림하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300~1,000ha이다. 일반 A/R CDM 사업과 비교하여 흡수량을 미리 정해진 수치를 이용

하므로 소요되는 비용이 적다. 소규모 A/R CDM 사업은 ODA자금이 사용되지 않는 비상

업적인 조림임을 증명함으로서 사업의 추가성을 증명할 수 있다. 발생된 배출권의 유효기

간은 2번의 사업기간 갱신 가능 및 1회당 최대 20년(최대 60년 가능)과 사업기간 갱신 없

이 최대 30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표 5-2에는 사업 규모별 A/R CDM에 따른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특징을 비교했다.

구분 마라케쉬합의문	조항

산림
(Forest)

최저	수고	2~5m,	수관율	10~30%	이상의	수목이	있는	최저	
0.05~1.0ha인	토지구역

신규조림
(Afforestation)

50년	이상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식재,	파종,	인위적인	천연갱신	촉진	
등을	통해	직접적·인위적으로	인공산림으로	전환하는	것

재조림
(Reforestation)

산림이었으나	비산림으로	전환되어	있던	토지를	직접적·인위적으로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1989년	12월	31일	현재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의	
조림으로	제한)

산림경영
(Forest	management)

임업의	생태,	경제,	사회적	기능	발휘를	목적으로	산림을	관리·이용하기	
위한	실행	시스템

표 5-1
마라케쉬합의문에 

따른 산림 정의

The Marrakech 

Accords, 

Decision 

11/CP.7 Annex

일반	A/R	CDM 소규모	A/R	CDM

방법론	개발	및	활용
(베이스라인,	모니터링)

사업참여자가	개발	또는	기존	방법론	
활용

CDM	집행위원회가	개발	또는	기존	
방법론	활용

사업계획서	양식 일반	사업계획서	양식 약식	사업계획서	양식

사업타당성	확인
DOE	수행

청취기간	45일
DOE	수행

청취기간	30일

사업등록
(CDM	집행위원회)

등록비	지불 등록비	면제

모니터링 일반	모니터링 약식	모니터링

검증	및	인증
사업타당성을	확인한	DOE와는	다른	

DOE가	수행
사업타당성을	확인한	DOE와	
동일한	DOE가	수행	가능

표 5-2
A/R CDM 

사업의 규모에 

따른 사업추진 

차이의 비교

일반은 Decision 

5/CMP.1, 

소규모는 

Decision 

6/CMP.1을 참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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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방적 A/R CDM 및 양자간 A/R CDM 사업

A/R CDM 사업은 사업 유치국과 투자국 관계에 따라 일방적 A/R CDM 사업과 양

자간 A/R CDM 사업으로 분류된다. 2005년 제18차 CDM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유치국

의 DNA 승인이 있으면 A/R CDM 사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결정된 일방적 A/R CDM 

사업은 투자국 승인 없이 비부속서Ⅰ당사국이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양자간  

A/R CDM 사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양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4) 조림(A/R) CDM 사업 세부규칙

A/R CDM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는 참가 자격, 배출권 검

증 및 인증 시점, 사업기간, 사회·경제적, 환경적 영향평가, 추가성 등이 있다.

조림(A/R) CDM 관련 기구 및 추진절차

(1) A/R CDM 관련기구

A/R CDM 제도와 관련되는 기구는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당

사국총회(COP/MOP), CDM 집행위원회(CDM EB), A/R CDM 실무협의회(AR-WG), 

CDM 사업 운영기구(DOE), 국가 CDM 승인기구(DNA)가 있으며, 각 기구의 구성 목적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배재수 등, 2009).

표 5-3
A/R CDM 사업 

세부규칙

Decision 

5/CMP.1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A/R project 

activities under 

the CDM

사항 세부규칙

참가	자격
·	투자유치국	:	교토의정서	비준,	국가	CDM	승인기구(DNA)	설립,	자발적	참여
·	산림	정의(최저	면적,	수관울폐도,	수고)	CDM	EB(집행위원회)에	보고

배출권	검증	및
인증	시점

·	처음에는	사업참가자가	선택할	수	있고	두	번째	이후부터	5년마다	실시
·	탄소축적	절정기에는	실시하지	않도록	함

사업기간
·	(1)	최대	20년,	2회까지	갱신	또는	(2)	최대	30년,	갱신	불가	중	선택
·	갱신할	경우	필요시	베이스라인	갱신

사회·경제적,
환경적	영향평가

·			사업계획서	요구사항으로	사업참가자가	사회·경제적,	환경적	영향	분석	
항목	표시

·			투자자	또는	투자유치국은	사회·경제적,	환경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경제적,	환경적	영향	평가	실시,	이	때	평가는	투자유치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행

추가성	 ·	경상	사업이	아니며	환경적,	법적,	재무적	추가성	등	입증

베이스라인
방법론

(1)	기존의	실질적	또는	과거의	탄소축적의	변화
(2)			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을	고려한	상태에서	경제적	이점이	있는	활동을	반영한	
탄소축적의	변화

(3)	사업을	개시할	때	가장	발생하기	쉬운	토지이용을	반영한	탄소축적의	변화



해외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I			265

①    당사국총회(COP/MOP, Conference Of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COP/MOP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의 모임(184개 국가와  

1개 지역이며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은 참여불가)으로, CDM 사업과 관

련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CDM 집행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결정, 집행위원

회가 인증한 운영기구의 지정 및 인증기준 결정 등을 실시한다.

② CDM 집행위원회(CDM EB, CDM Executive Board)

 COP/MOP의 지침에 따라 CDM 사업을 관리·감독한다. 교토의정서 당사국 중 

UN의 5개 지역그룹에서 각 한 명씩 5명과 부속서Ⅰ국가에서 2명, 비부속서Ⅰ국

가에서 2명 및 도서국가에서 1명을 선출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CDM 사업의 

추가적인 방식 및 절차를 COP/MOP에 권고, 새로운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

법론 승인, 소규모 CDM 사업의 간소화된 방식 및 절차 등을 검토하여 COP/MOP

에 권고 등을 이행한다.

③ A/R CDM 실무협의회(AR-WG, Afforestation/Reforestation Working Group)

 CDM 집행위원회 산하 패널이며 A/R CDM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설

치되었다. 재조림 베이스라인과 모니터링 계획에 필요한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CDM 집행위원회에 권고하려는 목적에서 AR-WG에서는 A/R 통합방법론 

개발, A/R CDM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세부규칙 개선, A/R CDM 사업의 누출 및 

배출원의 이중 계산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검토 결과를 CDM 집행위

원회에 권고하는 등 A/R CDM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④ CDM 사업 운영기구(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CDM 집행위원회가 지정하며 DOE가 검토 가능한 사업의 범위는 크게 15개 분야4)

이다. 신청된 CDM 사업의 타당성 확인 심사, 사업의 타당성 확인이 종료된 CDM 

사업의 배출 저감에 관한 검증과 인증 등을 실시한다.

4)    에너지산업, 에너지 배분, 에너지 수요, 제조산업, 화학산업, 건축, 수송, 교통, 금속제조, 연료 탈루성 누출, HFC·PFC·SF6 

배출, 유기성 용제사용, 폐기물 처리, 신규조림 및 재조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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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 CDM인증원, 한국품질재단, 한

국표준협회가 CDM 사업 운영기구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이들 운영기구 중에서  

A/R CDM 사업의 타당성확인을 할 수 있는 운영기구는 JACO, BVC Holding 

SAS, JQA 등 18개 운영기구가 있으며 15개 검증기관이 있다5)(UNFCCC, 2011).

⑤ CDM 국가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DNA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 내의 CDM 사업 관련 정부기관이다. 주요 역할

은 CDM 사업 국가승인서 발급 및 CDM 사업 촉진과 신규조림 및 재조림 사업 관

련 자료의 제공이다. 사업을 유치한 비부속서Ⅰ국가의 DNA는 A/R CDM 사업과 

관련하여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산림에 대한 정의(토지면적, 수관율폐도, 수고)

를 A/R CDM 사업참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011년 현재, 159개국이 CDM 승인기구 설치를 완료했으며 의무부담 여부에 

따라 분류했을 때 부속서Ⅰ국가가 32개국, 부속서Ⅰ국가 127개국이 속해있다6) 

(UNFCCC, 2011).

 (2) 조림(A/R) CDM 사업 절차

사업의 절차는 6단계로 진행되며 CDM 사업의 절차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사업

개발 및 계획 단계에서 사업 요건인 산림정의의 기준과 CDM 사업을 통해 인증된 온실가

스 감축량(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

사업방법론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서(PDD, Project Design Document)를 작성하여 

DNA에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등록한다. 사업참여자는 CDM 사업 활동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사업의 검증 및 인증을 하려면 사업계획서의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

를 작성하고 지정된 DOE에 제출한다. CDM 집행위원회에서는 DOE의 검증 및 인증보고

서에 근거하여 배출권을 발행하고 발행된 배출권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사업 참여자의 

요구에 따라 계좌로 이전하게 된다.

5) http://cdm.unfccc.inf/DOE/list/index.html

6) http://cdm.unfccc.inf/Statistic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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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A/R) CDM 사업계획서(PDD) 및 배출권의 특성

(1) 조림(A/R) CDM 사업계획서(PDD) 내용

A/R CDM 사업은 일반 CDM 사업에 비교하여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모니터링에서 

발생되는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모니터링 계획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추가되어 있다. 

또한 A/R CDM 사업은 지역주민의 삶과 주변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환경에 

대한 영향의 항목을 세세하게 설정하고 있다.

(2)  조림(A/R) CDM 사업 배출권의 특성

계정 측정 방법에 따라 CO2 흡수 및 고정량이 산정되고 모든 수속을 거치고 나면 배

출권이 발행, 분배된다. 그 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비영속성’이다. A/R CDM 사업은 수목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CO2를 흡수 및 고정할 수 있더라도 벌채나 산불이 있으면 CO2가 배

출되어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결국 조림에 의해 CO2 흡수 및 고정하는 흡

수원 사업은 지구온난화 방지 효과의 영속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비영속성의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 사업자의 참여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비영속성 해결방안으로 제

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9)에서는 배출권에 유효기간을 마련하였다. 

그림 5-2
CDM 사업 절차

배재수, 2009; 

IG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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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ROJECT DESIGN DOCUMENT FORM Version 03

8)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ROJECT DESIGN DOCUMENT FORM for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project 

activities Version 04

9)   Assigned Amounts Unit, 기준년 배출량과 수치목표로부터 산정

10) Emission Reduction Unit, 공동이행에서 발행되는 배출권

11)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청정개발체제에서 발행되는 배출권

12) Removal Unit, 교토의정서 제3조에 기초한 흡수원 활동에 따른 흡수량

① 단기적 기한부 배출권(tCER, Temporary CER): 

tCER은 의무이행 기간 중의 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다음번 의무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에 실효되는 기한한정의 배출권이다. AAU9), ERU10), CER11), RMU12) 및 tCER

로 보충가능하다. 또한 프로젝트 개시일로부터 탄소축적량에 따라 인증시마다 새로운 시

리얼 넘버로 재발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② 장기적 기한부 배출권(lCER, Long-term CER):

lCER은 탄소 축적의 감소가 없다면 배출권 발생기간의 최종일에 실효되는 기한부 배

출권이다. 유효기간은 최장 60년이고 유효기간이 끝나서 효력을 상실한 lCER은 AAU, 

ERU, CER, RMU, lCER로 보충가능하다(김의경 외, 2010).

일반	CDM	사업계획서 조림(A/R)	CDM	사업계획서

A.	사업	개요

B.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적용

C.	사업	활동기간/	CER	발생	기간

D.	환경	영향

E.	이해관계자의	의견

A.	사업	개요

B.	사업	활동기간	및	배출권	인정기간

C.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적용

D.	흡수원별	순	인위적	온실가스	흡수량의	추정

E.	모니터링	계획

F.	환경적	영향

G.	사회·경제적	영향

H.	이해관계자의	의견

배출권	유형 CER tCER lCER

사업	유형 임업	이외	사업 임업(A/R	CDM)

배출권	인정기간
10년	또는	21년(최대	
7년,	2회	갱신	가능)

30년	또는	60년
(최대	20년,	2회	갱신	가능)

배출권	만료일자 없음 발행	다음	공약기간의	말 배출권	인정기간의	말

인증	시기 아무	때나	가능
첫	번째	인증시기를	사업개발자가	결정,	

그	다음은	매	5년마다	인증

배출권	이월
차기	공약기간에	사용
하기	위해	이월	가능

이월	불가
	(발행한	공약기간	내	사용해야	함)

배출권	발행량
이전	인증	이후	달성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사업개시일	이후	달성된	온실가스	
순	흡수량

이전	인정	이후	달성된	
온실가스	순	흡수량

표 5-5
일반 CDM 

사업과 

조림(A/R) CDM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배출권 

특성

IGES, 2011

표 5-4
일반 CDM 

사업계획서와 

조림(A/R) CDM 

사업계획서(PDD) 

비교

일반 CDM 

사업계획서 

CDM-PDD7) 

양식 제3판, 

A/R CDM 

사업계획서는 

CDM-AR-PDD8) 

양식 제4판 참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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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A/R) CDM 사업 및 등록 현황

(1) 세계의 A/R CDM 사업 및 등록 현황

2011년 10월 기준으로, 신청된 전체 CDM 사업 수는 8,369건이며 등록된 사업 수

는 3,492건이다. 그러나 등록된 총 3,492건의 사업 중에서 A/R CDM으로 31개의 사업

이 등록되어 있다. 타당성 확인중(At validation)에 있는 A/R CDM 사업은 30개로 신규

조림 5개, 재조림 25개 사업이며, A/R CDM 사업의 2012년 말까지 예상되는 총 CERs은 

21,712천 CO2톤이다. 

2011년 10월까지 제안된 A/R CDM 방법론은 38개로 이 중에서 14개의 방법론이 

CDM 집행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고, 이러한 방법론에 의해 시행된 사업은 37개이다. 소

규모 A/R CDM 사업에 관한 방법론은 7건이 CDM 집행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고, 이 방

법론에 의한 사업 수는 29건이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A/R CDM 사업이 처음으로 등록된 2006년부터 등록되는 사업의 수는 급속히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적 등록현황은 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 중남

미 지역에서의 사업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5-8은 2011년 10월을 기준으로 등록되어 UNFCCC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A/R CDM 사업의 구체적인 등록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0월)

계

건	수 1 0 0 10 7 13 31

표 5-6
A/R CDM 

사업의 연도별 

등록현황

IGES, 2011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2006 1 0 0 0

2007 0 0 0 0

2008 0 0 0 0

2009 4 3 2 1

2010 2 4 0 1

2011(10월) 3 6 4 0

합	계 10 13 6 2

표 5-7
A/R CDM 

사업의 지역별 

등록현황

UNEP Risø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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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사업명	및	추진	내용
유치국

저감량
(CO2k톤
/yr)

인증기간
(년)

투자국 규모(ha)

1 2006.11.10

●			Facilitating	reforestation	for	Guangxi	watershed	
management	in	pearl	Basin

●			중국	주강(珠江)유역에서	광시(廣西)	유역관리를	
위한	재조림

●			World	bank	biocarbon	fund
●			Facilitating	reforestation	for	Guangxi	watershed	
management	in	pearl	Basin

●			중국	주강(珠江)유역에서	광시(廣西)	유역관리를	
위한	재조림

●			World	bank	biocarbon	fund

중국 25.8

2006.4.1.~
2036.3.31.
(30년)

이태리,
스페인

4,000

2 2009.1.30

●			Moldova	soil	conservation	project
●			몰도바	토양	보전	프로젝트
●			World	bank	biocarbon	fund
●			Moldova	soil	conservation	project
●			몰도바	토양	보전	프로젝트
●			World	bank	biocarbon	fund

몰도바 179.2

2008.9.11~
2028.9.10.
(20년,	갱신)네덜란드 20,290

3 2009.3.23

●			Small	scale	cooperative	afforestation	CDM	pilot	
project	activity	on	private	lands	affected
		by	shifting	sand	dunes	
●			사유림	지역의	소규모	협동	조림
●			소규모	조림(연간	16,000 CO2톤	이하)에	해당

●			Small	scale	cooperative	afforestation	CDM	pilot	
project	activity	on	private	lands	affected
		by	shifting	sand	dunes	
●			사유림	지역의	소규모	협동	조림
●			소규모	조림(연간	16,000	CO2톤	이하)에	해당

인도 11.6

2009.3.23~
2029.3.22.
(20년,	갱신)370

4 2009.4.28

●			Cao	Phong	reforestation	project
●			소규모	조림(연간	16,000	CO2톤	이하)에	해당
●			Cao	Phong	reforestation	project
●			소규모	조림(연간	16,000	CO2톤	이하)에	해당

베트남 2.7
2009.5.1~
2024.3.31.
(16년,	갱신)365

5 2009.6.5

●			Reforestation	of	severely	degraded	landmass	
in	Khammam	district	of	Andhra	pradesh,	India	
under	ITC	Social	forestry	project

●			Khammam	지역의	재조림
●			Reforestation	of	severely	degraded	landmass	
in	Khammam	district	of	Andhra	pradesh,	India	
under	ITC	Social	forestry	project

●			Khammam	지역의	재조림

인도 57.7

2001.7.2~
2031.6.1.
(30년)4,773

6 2009.6.11

●			CARBON	SEQUESTRATION			THROUGH	
REFORESTATION	IN	THE	BOLIVIAN	TROPICS	
BY	SMALLHOLDERS	OF	“The	Federación	de	
Comunidades	Agropecuarias	de	Rurrenabaque			
(FECAR)”

●			볼리비아	열대림의	재조림
●			소규모	조림(연간	16,000	CO2톤	이하)에	해당
●			CARBON	SEQUESTRATION			THROUGH	
REFORESTATION	IN	THE	BOLIVIAN	TROPICS	
BY	SMALLHOLDERS	OF	“The	Federación	de	
Comunidades	Agropecuarias	de	Rurrenabaque			
(FECAR)”

●			볼리비아	열대림의	재조림
●			소규모	조림(연간	16,000	CO2톤	이하)에	해당

볼리비아 4.3

2008.2.12~
2029.2.11.
(21년)벨기에 317

표 5-8
A/R CDM 사업의 

구체적인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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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사업명	및	추진	내용
유치국

저감량
(CO2k톤
/yr)

인증기간
(년)

투자국 규모(ha)

7 2009.8.21

●			Uganda	nile	basin	reforestation
		project	No.3
●			아프리카	지역에	첫번째	A/R	CDM	조림사업
●			700여개의	일자리	제공	효과
●			World	bank	biocarbon	fund
●			Uganda	nile	basin	reforestation
		project	No.3
●			아프리카	지역에	첫번째	A/R	CDM	조림사업
●			700여개의	일자리	제공	효과
●			World	bank	biocarbon	fund

우간다 5.6

2008.11.24~
2028.11.23.
(20년,	갱신)이태리 2,137

8 2009.9.6

●			Reforestation	of	croplands	and	grasslands	in	low	
income	communities	of	Paraguari	department

●			저소득	지역의	농경지와	초지	재조림
●			Reforestation	of	croplands	and	grasslands	in	low	
income	communities	of	Paraguari	department

●			저소득	지역의	농경지와	초지	재조림

파라과이 1.5

2007.7.25~
2027.7.24.
(20년)일본 215

9 2009.11.16

●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on	degraded	lands	
in	northwest	Sichuan

●			중국四川(Sichuan)	북서부지방	황폐지	재조림
●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on	degraded	lands	
in	northwest	Sichuan

●			중국四川(Sichuan)	북서부지방	황폐지	재조림

중국 23.0

2007.1.4~
2027.1.3.
(20년,	갱신)2,251

10 2009.11.16

●			Reforestation,	sustainable	projection	and	carbon	
sequestration	project	in	Jose	Ignacio	tavara’s	dry	
forest,	Piura

●			건조한	숲	개선	및	생태활동을	위한	조림,	재조림
●			Reforestation,	sustainable	projection	and	carbon	
sequestration	project	in	Jose	Ignacio	tavara’s	dry	
forest,	Piura

●			건조한	숲	개선	및	생태활동을	위한	조림,	재조림

페루 48.7

2009.11.2~
2029.11.1.
(20년,	갱신)8,980

11 2009.12.07

●			Humbo	Ethiopia	assisted	natural
		regeneration	project
●			남서부	산악지대	토착수종	조림	등	
●			Humbo	Ethiopia	assisted	natural
		regeneration	project
●			남서부	산악지대	토착수종	조림	등	

에티오피아 29.3

2006.12.1~
2036.11.30.
(30년)캐나다,	스페인 2,728

12 2010.01.02.

●			Assisted	natural	regeneration	of
		degraded	lands	in	albania
●			황폐	지역	복원사업
●			Assisted	natural	regeneration	of
		degraded	lands	in	albania
●			황폐	지역	복원사업

알바니아 23.0

2004.12.20~
2024.12.19.
(20년,	갱신)

이태리,	캐나다,	
스페인

6,272

13 2010.01.15

●			The	international	small	group	and	tree	planting	
program	(TIST),	Tamil	Nadu

●			소면적	175개	지역에	재조림
●			The	International	Small	Group	and	Tree	Planting	
program	(TIST),	Tamil	Nadu

●			소면적	175개	지역에	재조림

인도 3.6

2004.1.1~
2033.12.31.
(30년)영국 106.7

14 2010.04.16

●			Forestry	project	for	the	basin	of	the	Chinchina	
river

●			도시인근	강유역	복원(재조림)을	통해	수질	향상
●			Forestry	project	for	the	basin	of	the	Chinchina	
river

●			도시인근	강유역	복원(재조림)을	통해	수질	향상

콜럼비아 37.8

2002.6.04~
2022.6.03.
(20년,	갱신)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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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국

저감량
(CO2k톤
/yr)

인증기간
(년)

투자국 규모(ha)

15 2010.05.27

●			Nerquihue	small-scale	CDM	project	using	
Mycorrhizal	inoculation	in	Chile

●			조림목에	균근을	주입하여	지력	회복	및	생장율	향상
●			Nerquihue	small-scale	CDM	project	using	
Mycorrhizal	inoculation	in	Chile

●			조림목에	균근을	주입하여	지력	회복	및	생장율	향상

칠레 9.3

2003.1.1~
2022.12.31.
(20년,	갱신)영국 312.1

16 2010.07.21

●			Reforestation	as	renewable	source	of	wood	
supplies	for	industrial	use

●			재조림을	통해	탄소흡수원	확충	
●			철강산업에	사용할	바이오매스	생산
●			Reforestation	as	renewable	source	of	wood	
supplies	for	industrial	use

●			재조림을	통해	탄소흡수원	확충	
●			철강산업에	사용할	바이오매스	생산

브라질 75.8

2000.11.10~
2030.11.9.
(30년)네덜란드 11,711.37

17 2010.09.15

●			Reforestation	on	degraded	lands	in	northwest	
Guangxi

●			광시	북서지역	황폐지	재조림
●			빈곤층	일자리	창출	및	강유역	환경악화	완화
●			Reforestation	on	degraded	lands	in	northwest	
Guangxi

●			광시	북서지역	황폐지	재조림
●			빈곤층	일자리	창출	및	강유역	환경악화	완화

중국 87.3

2008.1.1~
2027.12.31.
(20년,	갱신)스페인 8,671.3

18 2010.12.03.

●			Posco	Uruguay	afforestation	on	
		degraded	extensive	grazing	land
●			포스코에서	실행
●			황폐화	초지에	신규조림
●			Posco	Uruguay	afforestation	on	
		degraded	extensive	grazing	land
●			포스코에서	실행
●			황폐화	초지에	신규조림

우루과이 22.0

2010.12.3~
2040.12.2.
(30년)1,138

19 2011.01.07.

●			AES	Tiete	afforestation	/	reforestation	project	in	
the	Syate	of	Sao	paulo

●			수력발전을	위해	조성한	저수지	주변지역	
신규조림·재조림

●			AES	Tiete	afforestation	/	reforestation	project	in	
the	Syate	of	Sao	paulo

●			수력발전을	위해	조성한	저수지	주변지역	
신규조림·재조림

브라질 157.6

2000.12.15~
2030.12.14.
(30년)캐나다 13,939

20 2011.02.11.

●			Reforestation	of	grazing	lands	in	
		Santo	domingo,	Argentina
●			탄소흡수	및	고품질	임산물	생산	목적으로	초지에	
고유수종(75%),	외래수종(25%)으로	재조림

●			Reforestation	of	grazing	lands	in	
		Santo	domingo,	Argentina
●			탄소흡수	및	고품질	임산물	생산	목적으로	초지에	
고유수종(75%),	외래수종(25%)으로	재조림

아르헨티나 66.0

2007.5.2~
2027.5.1.
(20년,	갱신)스위스 2,292

21 2011.02.17.

●			Argos	CO2	Offset	project,	through	reforestation	
activities	for	commercial	use

●			목초지로	이용될	목적이었으나	생산성이	낮아	오랜	
기간	방치된	지역에	재조림	실행	

●			Argos	CO2	offset	project,	through	reforestation	
activities	for	commercial	use

●			목초지로	이용될	목적이었으나	생산성이	낮아	오랜	
기간	방치된	지역에	재조림	실행	

콜롬비아 36.9

2005.2.1~
2030.1.31.
(30년)

영국,
아일랜드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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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국 규모(ha)

22 2011.02.18.

●			Ibi	Batékédegraded	savannah	
				afforestation	project	for	fuelwood	production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			황폐화된	초지에	신규조림하여	수도	킨샤사	
시민들이	연료로	사용하는	숯을	지속적으로	공급

●			Ibi	Batékédegraded	savannah	
				afforestation	project	for	fuelwood	production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			황폐화된	초지에	신규조림하여	수도	킨샤사	
시민들이	연료로	사용하는	숯을	지속적으로	공급

콩고민주공화국 54.5

2008.7.1~
2038.6.30.
(30년)프랑스 4,129

23 2011.02.28.

●			Improving	rural	livelihoods		through	carbon	
sequestration	by	adopting	environment	friendly	
technology	based	agroforestry	practices

●			총	1607.7ha	사업	대상지에서	재조림	사업을	실행
●			Improving	rural	livelihoods		through	carbon	
sequestration	by	adopting	environment	friendly	
technology	based	agroforestry	practices

●			총	1607.7ha	사업	대상지에서	재조림	사업을	실행

인도 4.9

2004.06.25~
2034.06.24.
(30년)캐나다 1,608

24 2011.03.04.

●			India:	Himachal	pradesh	reforestation	project	-	
improving	livelihoods	and	watersheds

●			약	4,003ha의	사업	대상지에	유역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재조림	모델을	적용하여	사업을	수행함

●			India:	Himachal	pradesh	reforestation	project	-	
improving	livelihoods	and	watersheds

●			약	4,003ha의	사업	대상지에	유역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재조림	모델을	적용하여	사업을	수행함

인도 41.4

2006.07.01~
2026.06.30.
(20년,	갱신)스페인 4,003

25 2011.04.04.

●			Kachung	forest	project:	Afforestation	on	
degraded	lands

●			황폐화된	초지와	관목류(shrubland)	약	2,099ha를	
대상으로	신규조림

●			Kachung	forest	project:	Afforestation	on	
degraded	lands

●			황폐화된	초지와	관목류(Shrubland)	약	2,099ha를	
대상으로	신규조림

우간다 24.7

2006.10.01~
2026.09.30.
(20년,	갱신)- 2,099

26 2011.05.07.

●			Southern	Nicaragua	CDM
		reforestation	project
●			과거	목초지로	이용되었던	816ha를	대상으로	
재조림	사업

●			Southern	Nicaragua	CDM
		reforestation	project
●			과거	목초지로	이용되었던	816ha를	대상으로	
재조림	사업

니카라과 7.9

2003.07.04~
2033.07.03.
(30년)캐나다 816

27 2011.05.26.

●			Forestry	project	in	strategic	ecological	areas	of	
the	colombian	caribbean	savannas

●			농작용으로	이용되지	않은	초지	18,600ha를	
대상으로	사막화와	산림	황폐화를	막기	위한	장기적	
산림	복구	사업

●			Forestry	project	in	strategic			ecological	areas	of	
the	colombian			caribbean	savannas

●			농작용으로	이용되지	않은	초지	18,600ha를	
대상으로	사막화와	산림	황폐화를	막기	위한	장기적	
산림	복구	사업

콜롬비아 66.7

2003.06.01~
2033.05.31.
(30년)- 1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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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등록일 사업명	및	추진	내용
유치국

저감량
(CO2k톤
/yr)

인증기간
(년)

투자국 규모(ha)

28 2011.5.27.

●			Bagepalli	CDM	reforestation

		programme
●			황폐화된	농지를	재조림하여	소득원	창출,	

미기상·토양·생물다양성	개선
●			Bagepalli	CDM	reforestation

		programme
●			황폐화된	농지를	재조림하여	소득원	창출,	

미기상·토양·생물다양성	개선

인도 92.1

2008.1.25~

2025.1.24.

(17년)8,933

29 2011.6.7.

●			Commercial	reforestation	on	lands	dedicated	to	

extensive	cattle	grazing	activities	in	the	region	of	

Magdalena	Bajo	seco
●			목축용	초지에	목재생산림으로	재조림
●			Commercial	reforestation	on	lands	dedicated	to	

extensive	cattle	grazing	activities	in	the	region	of	

Magdalena	Bajo	seco
●			목축용	초지에	목재생산림으로	재조림

콜롬비아 33.0

2000.8.2~

2030.8.1.

(30년)4,373

30 2011.06.11.

●			Aberdare	range/	Mt.	Kenya	small	scale	

reforestation	initiative	Kamae-Kipipiri	small	scale	

A/R	project
●			Lari와	Kinangop	constituency의	황폐화된	산림	

복구(재조림	실행)
●			Aberdare	range/	Mt.	Kenya	small	scale	

reforestation	initiative	Kamae-Kipipiri	small	scale	

A/R	project
●			Lari와	Kinangop	constituency의	황폐화된	산림	

복구(재조림	실행)

케냐 8.5

2007.10.01~

2026.09.30.

(20년,	갱신)캐나다 1,649

31 2011.6.20

●			Uganda	nile	basin	reforestation

		project	No.5
●			천연림	보전을	위한	목재생산림	조성
●			Uganda	nile	basin	reforestation

		project	No.5
●			천연림	보전을	위한	목재생산림	조성

우간다 5.9

2006.4.1~

2026.3.31.

(20년,	갱신)이태리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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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A/R CDM 사업 현황  

①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A/R CDM 사업 현황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산림의 정의를 기후변화협약에 등록함으로써 국내에서  

A/R CDM 사업을 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A/R CDM 사업을 국내

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A/R CDM 사업의 세부규칙 및 절차’ 제8조에 의해 산림의 정의

를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산림은 최소수관울폐도 10%, 

최소면적 0.5ha, 최고수고 5m로 정의되었고, 이로써 국내 A/R CDM 시범사업 및 투자국

의 투자유치가 가능해졌다(산림청, 2009). 

2010년 2월, 산림청에서는 A/R CDM 국내 시범사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강

원도 고성군의 국유림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2년에 신청·등록할 예정에 

있다(산림청, 2010).

②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A/R CDM 사업 현황

2010년 12월, (주)포스코가 우루과이에 A/R CDM 사업을 실시하여 세계 철강업계 

중 최초로 A/R CDM 사업에 등록되었다. 우루과이 중동부 지역에 20,000ha 규모의 조

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로서 1,000ha에 식재를 완료

하였고, 2단계 사업을 위한 토지구입을 추진 중이며 2단계 조림사업 완료시 30년간 연 약 

206,000t의 탄소배출권이 확보될 예정이다(포스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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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 및 REDD+ 도입 배경과 개념

(1) REDD 및 REDD+ 도입 배경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림전용으로 인한 배출량이 17.4%를 차지하던 2005년 파

푸아뉴기니 대사가 개도국 산림전용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REDD)을 위

한 국제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시작으로 2005년 UNFCCC 제11

차 당사국총회에서 2년간(2005-2007) 산림전용 방지를 위한 긍정적 유인책 모색과 방법

론 개발을 양축으로 논의진행에 합의하였으며,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도출한 코

펜하겐합의문 제6조에서 산림전용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를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에 인식을 공유하였다. 특히, 선진

국의 효과적인 재정동원을 촉진하기 위한 REDD+ 메커니즘의 조속한 개발을 통해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에 합의하였으며, REDD+ 활동 측정·

보고 등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적 지침을 채택하였다(Arild, 2008). 

(2) REDD와 REDD+의 개념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는 개도국 내 산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자(IPCC 2007) 

이의 주원인인 산림파괴의 정도를 감축함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자는 주장에서 비

롯되었다. REDD 개념은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로부터의 탄소배출 감축을 의미하

며 열대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 노력활동에 대하여 탄소배출권으로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UNFCCC의 정의에 따르면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

산림전용으로부터 탄소배출 감축(REDD+)

산림전용으로부터 
탄소배출 감축(RE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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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열대우림의 벌채 금지 및 산림면적감소방지 정책을 목적으로 개도국이 산림을 전용

해 악화시키지 않으면 탄소 배출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전통적인 산림을 대상으로 하며 

산림 전용율이 높은 국가들에게 유리한 체제이다 (김종호 역, 2009). 

REDD+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산림보전을 포함하는 황폐화 방지 및 탄소축

적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말한다. REDD+의 범위

는 점차 확대되어 왔는데, 처음엔 RED에서 REDD로, 최종적으로 REDD+로 확장됐

다. REDD+는 REDD에 흡수원 기능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산

림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약자이며, 원어로는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cluding conservation, carbon stock 

enhancement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in Developing Countries이다.

REDD+ 국제적 논의동향

(1)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REDD+ 논의경과

REDD+는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 유엔기후변화협상회

의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개도국 산림전용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산림전용 방지를 위한 

긍정적 유인 모색과 방법론 개발을 양축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07년 제13차 유엔기후

변화협상회의 당사국총회에서 발리행동계획을 채택하였으며, Post-2012 기후변화체제에 

개도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및 흡수 증진(REDD+)에 대한 긍정적 유인을 제공

하기로 결정하였다.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칸쿤합의문을 채택했으며 주요 쟁점

사항인 지원방식, 사업 경계, 안전망 확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

으로 REDD+ 파트너쉽이 만들어졌고, REDD+ 파트너쉽은 기후변화협약 하의 REDD+ 메

커니즘이 구축되기 전에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을 위한 임시지원체계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기실행(Fast start) 자금지원 약속을 이행

하고, 필요한 재원 제공을 통한 바람직한 결과 도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이고, 다음은 

REDD+ 활동, 결과 및 재원조성 관련 조정능력 및 투명성 확보이고, REDD+ 활동의 환경

적·사회적 및 경제적 건전성 및 지속성 보장을 위한 기준 합의에 대한 의지 표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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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DD+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전망

① 최근 REDD+관련 기후변화협상동향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 ‘더반 결과물

(Durban outcome)’이 채택됨에 따라 기존에 고려되었던 Post-2012 체제를 새로 구축

해야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 가능한 의정서(또는 법

적 체계) 구축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면서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2008~2012)를 

2013년 이후에도 연장하여 2차 공약기간을 설정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간설정과 

관련해서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와 2013년에서 2020년까지 두 가지 안이 제기되었으

며, 어떤 안을 채택할 것인지는 제18차 당사국 총회(카타르 도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기주·윤여창, 2010).

이에 따라 의정서 당사국들(부속서Ⅰ국가)은 2012년 5월까지 감축목표를 설정·제시 

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당사국들은 2017년 혹은 2020년 이후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까지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설립하는 데에 합의하였다(단

일기후체제의 법적형태는 추후 논의 예정). 그러나 캐나다는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하

였고 일본, 러시아는 불참이 예상되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현재 이들을 제외한 의무당사국가의 총 배출량은 15%). 우리나라는 2020

년까지 비부속서Ⅰ국가(Non-Annex I)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나, 중국이나 인도 등과 

비슷한 입장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석현덕, 2010).

② REDD+ 정책 쟁점 논의사항

REDD+ 정책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AWG-LCA(장

기협력행동을 위한 임시작업그룹)에서 논해지는 것으로 3단계(완전이행) 재정 지원에 관

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SBSTA(과학적/기술적 조언을 위한 부속기구)에서 

논해지는 기술적 장치들 - 이를 테면, 안전장치 및 REL/RL(산림참조배출수준/산림배출

수준), MRV(측정, 보고, 검증) 체계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AWG-LCA에서 재정은 다양한 형태의 모든 재원을 고려하며, 이 때 공적/사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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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자를 비롯한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한다. 재정은 성과 기반(Results-based)에 우선 순

위를 두며, 시장기반적 접근과 비시장기반적 접근 모두를 고려한다. 시장기반을 고려할 때

에는 각국의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기술적인 장치(안전장치나 MRV)를 기준으로 

삼아서 발생가능한 잠재적 기술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SBSTA에서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비용과 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들어서 특별한 통계

처리나 데이터 수집법을 사용하지 않고, 역사적 데이터를 기초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을 적

극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을 따르면 REDD+ 활동은 단순성(Simplicity)에 기초해

야 하고, 이것은 보수성(Conservative way)과도 상통하며,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할 

때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 특히 브라질은 참조배출수준과 참조수준

이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여 각 국가마다 적용되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되, 그 

정의는 아주 간명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참조수준을 개발/설정하는

데 있어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메카니즘이나 정치, 시장의 흐름을 읽는 융통성이 필요하

며, 국제사회, 정부, 정치와 시장의 필수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지식경제부, 

2009).

우리나라는 외삽추정이나 경제학적 모델링 수립(Stern, 2006)을 수행할 능력을 충분

히 갖춘 만큼 상위 단계로 접근하여 참조수준과 참조배출수준을 측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

으나, 오히려 역사적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

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REDD+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만

의 국가적 상황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참조수준과 참조배출수준 개발의 근거

로 삼아야할 것이다.

③ 주요국의 REDD+ 대응 및 프로젝트 시범 사례

REDD+에 대한 양·다자간 REDD+ 현황을 살펴보면, UN-REDD, 산림탄소파트

너쉽(세계은행) 등 개도국 산림전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재원이 

조성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역량강화, Pilot projects 등 개도국의 REDD+ 활동 지

원, 기후변화협약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 저감을 위한 개도국

의 활동을 지원, 미국, 노르웨이, 일본, 호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2010~201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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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 파트너쉽에 35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 등이 있다. 노르웨이, 호주, 아프리카 개

발은행 등의 양자간 협력 프로그램 등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의

해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함께 지원정책을 발표하

고, 호주는 인도네시아 내 REDD+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2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고, 일본

은 인도네시아에 기후변화프로그램(REDD+기후변화소프트론) 미화 2억 달러 지원, 노르

웨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REDD+ 사업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 REDD 논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약 90여개(2010년 기준)의 시범사업이 

주요 개도국에서 다자(세계은행, UN) 또는 양자(선진국-개도국) 협력 형태로 이미 추진

되고 있는 상황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공화국 등 기회비용이 크지 않은 대상국에 

이미 선진국들이 진출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진공여국의 시범사업과 국가별 지

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향후 국가간 REDD+사업 추진관계는 ‘북미는 중남미’, ‘EU는 아프

리카’, ‘오세아니아와 일본은 동남아’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같은 동남아지

역 협력 사업 추진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KOICA(산림청 기술용역수행)

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대상의 REDD+ 시범사업(2009~)을 추진 중이나 시작 단계에 불

과하며, REDD+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대상지 발굴과 기반여건조성에 시간이 많

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이므로 빠른 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REDD+ 대응 및 사업추진방향

(1) 기후변화 대응 우리나라 국내여건 및 전망

우리나라는 OECD 국가로서 1인당 배출량 10.9톤으로 21위, 총배출량 5.3억 톤으

로 8위(2009)이다. 1990년 이후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가

량 급격히 증가(1990년~2005년간 증가율 OECD 국가중 1위)하고 있는데, 이는 화석연

료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와 사회구조 때문이다. 2006년 기준, 전 산업

에서 에너지다소비업종(철강·시멘트·석유화학) 비중은 한국(8.0%), 일본(4.6%), 미국

(3.1%)이다. 교토의정서상 비의무감축국이나,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편

입하거나 OECD 회원국으로서 중국·인도 등과 차별화된 감축행동을 요구받고 있다(환경

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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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개도국 최대 수준인 BAU 대

비 30%로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이 참여 가능한 ‘국가 적정 감축행동 (NAMA)’ 

등록부를 제안하는 등 글로벌 리더쉽 발휘와 세계적인 녹색성장선도국으로서의 이미지 제

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일환으로 감축 목표치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목

표관리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규모 사업

장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직접규제 제도와 배출권 거래

제도 시행 이전에 시장에 대한 일종의 적응체계 온실가스 등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2011년 

3월 16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을 거래하여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제 탄소시장에 대비코자 하는 시장기반 제

도이며,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중 다배출기업을 거래제 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6.3%로, 우리나라 산림 1ha

당 CO2 흡수량(2008년 기준)은 7.5 CO2톤이다. 앞으로 그 비중은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성숙림 단계로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산림은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탄소흡수량 증진

을 위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림부분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역할을 늘

리기 위해서는 국내산림의 지속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개도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Post-2012 체제에서의 산림의 경우,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서의 개도국의 산림전

용 및 황폐화 문제로,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온

실가스 배출량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인도네시아, 수단, 콩고 등 열대

우림이 풍부한 개도국에서 산림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00~2005년 5년간 브라질에

서는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3.1백만ha의 열대림이 산림전용에 의

해 사라지고 있다. REDD+ 활동은 탄소축적 증진뿐만이 아닌 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 

(단위:	백만CO2톤)

구		분 2005 2010 2015 2020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A) 591 679 728 814

	산림의	순흡수량(B) 37 35 34 31

	배출량	대비	흡수율(B/A) 6.3% 5.2% 4.7% 3.8%

표 5-9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산림에 

의한 흡수량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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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유실의 방지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같은 상호 편익(Co-benefits)이 발생한다. 산

림은 UNFCCC 하의 유일한 흡수원으로, 기후변화협상에서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REDD+)은 현재 Post-2012 체제에 관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배경은 제

15회 APEC 정상회의(2007)의 20벡만ha 산림확대 결의 등 각종 정상회의에서 개도국 산

림조성이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었고, 기후변화협약 칸쿤합의에서(2010.12, 멕시코 칸쿤)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를 위한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 우리나라의 REDD+ 사업현황

사업추진 목적은 Post-2012를 대비한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REDD+ 

기후변화대응기반 구축으로, 비용효율적 탄소배출권 확보, 온실가스 감축량 기반 구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그 일환으로 REDD+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는 데에 

있다. REDD+ 국제네크워크 사업은 REDD+ 메커니즘의 대상국 현지 전과정 평가를 통한 

종합적 대응 MRV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사업으로 양자 및 다자사업으로 개도국의 황

폐 및 산지전용 방지를 통하여 거기서 발생되는 탄소배출권을 발생시켜 투자국에게 일정 

부분의 배출권을 확보·제공한다.

REDD+ 국제네트워크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아시아 REDD+ 파트너쉽 구축 및 

국제 전문가 양성으로 REDD+에 관한 범아시아 탄소계정기술연구·교육·총괄 센터 설

립 및 국내외 국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산림자원조사 시스템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나라와 중점협력국의 REDD+ 종합 인벤토리·관리·모니

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REDD+ 사업시행 및 MRV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 개발 3) 지

역 및 국가 단위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및 중점협력국의 시범사업을 통

한 REDD+ 참조 배출 수준(Reference level)설정, 지역 및 국가 단위 REDD+ 통합(탄소

순환·환경·사회·경제)모델 개발, 지역 및 국가 단위 REDD+ 전략 수립이다(산림청, 

2009). 

REDD+ 국제네트워크 사업 규모 및 기간은 REDD+ 프로젝트가 초기단계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 추진해야 

한다. REDD+ 프로젝트가 수혜국인 개도국뿐만 아니라 투자국인 선진국에서도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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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계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5~10, 11~20년 

단위의 연구가 필요하다. 개도국의 국가전략수립, MRV 기반사업, 인력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

려운 프로젝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범사업 운영 중인 일본, 호주, 노르

웨이 등도 REDD+ 파트너쉽에서 시범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하여 진행하고 있다. 사

업 규모는 선진국의 경우, EU 2000만 유로(2008~2010), 일본 100억 달러(5년), 호주 2

억 달러(2007~2011), 노르웨이 5억 6000만 달러 등이다.

(3) 사업추진방향

① 비전 및 목표

정부는 2020년까지 기준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을 선

언하였지만 국내 REDD+ 관련 기존 산림자원조사 연구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REDD+ 

기존의 연구가 30억원 예산으로 특정지역, 소규모로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내 연구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 REDD+ 신규 중·장기 사업을 기반으로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전국적, 

대규모 국제기구(AFoCO 및 GCP) 국립산림과학원, 대학, 연구소의 협력, 국내기반 구축 

및 국제네크워크 협력이 필요하다. 

REDD+ 프로젝트의 특성상 현재 민간분야에서의 준비와 이행은 정책 및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공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통한 기술, 경험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REDD+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논의 초기 단계이고,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예산 확보 및 REDD+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

후 이러한 구축체계를 기반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장하고자 한다(산림청, 2010).

② 추진 전략

비전과 목표는 Post-2012 이후에 기준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약 2억톤 추정) 자발적 감축량 중 산림분야 REDD+ 프로젝트에서 약 1억톤 감축하

고자 산림청에서는 구상하고 있다. REDD+ 국제네크워크 구축으로 비용효율적인 탄소배

출권 확보 및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하고자 한다. REDD+ 국제네트워크 추진시 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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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의 효율적 운영 설계에서, AFoCo 설립 및 양자간 협력체계를 통한 REDD+ 탄소 배

출권 확보를 추진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탄소의 톤당 저감비용은 일본과 비슷한 600달

러 정도로 추정되며, 미국과 캐나다는 톤당 350달러, OECD 국가는 평균 200달러로 추정

된다(화학저널, 2005). 산림분야에서 참고할 만한 외국의 분야별 비용 추정 결과를 비교

해 보면, 호주의 경우 산림부문에서 가장 낮은 톤당 $5 정도의 비용도 가능하고, 기타 부

문과 비교해 볼 경우 가장 비용효율적인 부분은 산림 분야이다. 이는 국가경제 전체의 입

장에서 볼 경우 비용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추진분야

아시아 REDD+ 파트너쉽 구축 및 국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세부 중점 추진분야는 다

음과 같다. 먼저, 주요 연구기관 및 주요 개발도상국간 REDD+ 공동연구체계 구축을 위

하여 국립산림과학원(대한민국), CIFOR(인도네시아)와 삼림총합연구소(일본)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을 주요대상국으로 한다. 둘째는 REDD+ 탄

소계정기술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으로 REDD+ 종합 기술·정보관리·운영 시스템 개발 

및 지원, 주요 대상국 시스템 구축, 협력연구, 시범사업 수행, REDD+ 방법론 및 협력 모

델 표준화 기반 구축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는 REDD+ 국내외 국제 전문가 양

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국내 및 개도국 신진 연구자에 대한 국내 

현지 시범사업 참여 확대, REDD+ 전문 교육 기관 설치 및 운영, 특성화 고등교육기관 지

원 등이다. 넷째는 REDD+ 총괄기구(센터) 신설 및 범아시아 파트너쉽 구축으로 종합대책 

그림 5-3
REDD+ 

국제거버넌스 

구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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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이행도구 개발, 연구지원,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지역간 이해 지원, 정

보공유 및 대국민 홍보와 REDD+ 활동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성과 공유 체계 

마련 등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개도국의 REDD+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공

유를 위하여 국가산림자원조사센터 설립, REDD+ 관련 법규, 정책, 제도, 운영기구 등 정

보의 수집 및 분석, REDD+ 시범사업의 추진 방법 및 내용 등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다(산림청, 2011).

산림자원조사 시스템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에, 원격탐사 및 IT를 접목한 

열대림 산림자원 조사 방법 개발 및 산림자원 조사·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하여 우리

나라 산림자원조사 시스템 소개 및 관련 기술 이전, 특정지역 대상 소규모 시범사업 추진

을 통한 국가 특성에 적합한 열대림 산림자원조사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이다.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원에, 현장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계정 범위(5개의 산림 탄소저장고) 확대, 국가 고유 산림부문 온실가

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지원, 원격탐사와 현장기반의 인벤토리를 동시에 활용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국가 산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원 등이다. 국가단위 측정·보고·검

증(MRV) 시스템 구축에, REDD+ 활동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을 측정·보

고·검증하는 기관 설립, IPCC1), GOFC-GOLD2) 등에서 기 개발한 MRV 방법론을 적용

하여 각 방법론의 장·단점 및 국가 또는 지역내 적용 가능성 평가에 각 방법론의 평가 결

과를 바탕으로 대상국 내 새로운 MRV 기준과 지표 마련 등이다.

지역 및 국가단위 REDD+ 시범사업 추진에 기초연구 수행 및 REDD+ 국가 전략 수

립 지원으로 산림전용 및 황폐화 원인 분석 및 대상국(지)의 사회·경제적 현황 조사 및 분

석(인문·사회·경제분야), 산림전용 및 황폐화 완화를 위한 지역단위 전략 수립 및 이와 

연계한 REDD+ 국가 전략 수립 등이다. 시범사업을 통한 REDD+ 방법론 개발 및 개선에 

REDD+ 방법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원격탐사 정보 분석, IPCC 및 REDD+ 파트너쉽 등 

1)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 GOFC-GOLD : Global Observation of Forest and Land Cover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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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한 국제적 논의의 적극 참여 등이다. 국가별 산림전용 배출 

기준수준 설정 및 모니터링 방법 개발에는 원격탐사에 기반을 둔 과거(1990년 이후)와 현

재의 토지이용형태 및 산림축적변화량 추정 기술 개발, 고해상도(지역단위) 및 저해상도

(국가단위) 위성영상 활용 방법론 개발 등이다. 

산림전용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 모델 개발 및 적용에 REDD+ 시범사업지의 산림전용 

원인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역개발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 각 대상국에서 시행되었던 

지역경제개발 모델을 수집 및 분석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각 지역에 맞는 개발 모델 개발, 

REDD+ 협력 모델 체계적 구축 등이다. 중점 협력국 대상 일괄 시범사업 추진에 REDD+ 

전략 수립, 거버넌스 구축, 인센티브에 기초한 지불시스템 구축 등 일괄 사업 추진 지원, 

일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지원, 중점 협력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

남, 미얀마, 파푸아뉴기니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이다.

(4)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 방안

① 사업추진체계

REDD+ 사업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립산림과학원, 대학, 국제협력공동연구체계

를 구축 및 강화하고자 한다. REDD+ 국제네트워크 구축은 국내 REDD+센터와 현지 국

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한국 국내에서는 산림청 REDD+센터 총괄, 국립산

림과학원 R&D 연구방향 설정, 인프라구축, 정책 반영 등, 국제네트워크(GCP, AFoCO)에

서는 국제협력, REDD+ 산림분야 국제협력을 공조할 계획이다. REDD+ 프로젝트는 펀드 

지원국인 한국과 수혜국인 개도국과의 밀접한 거버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 REDD+ 

센터 분소와 현지 지방정부, 지역공동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림 5-4
REDD+ 

시범사업 

추진체계



산림전용으로부터 탄소배출 감축(REDD+)			I			287

② 운영 방안

구체적으로 수행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EDD+ 센터(산림청)는 

REDD+관련 사업을 총괄하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 및 연구, 민간기구의 검증 및 모니

터링 등 지원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산림자원조사센터에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담

당하고, 민간 기구에서는 검증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한다. 

참여주체별·추진단계별 역할을 살펴보면, R&D와 관련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총괄하고, 세부적인 분야로는 조사역할, 연구 및 검증 업무를 담당하며, 모니터링 연구를 

담당하게 될 민간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AFoCO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 간 거버넌스 구축 및 REDD+ 사업을 통한 국제펀드 조성 및 협력 연구를 진행한다.

그림 5-6
REDD+ 수행 

주체별 역할 및 

체계

그림 5-5
REDD+ 사업의 

시기별·주체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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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 논의 전망 및 대응

개도국의 막대한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규모 확대는 물론 전반적

인 기후 재정메커니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가운

데 Post-Kyoto 체제에서는 더욱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될 것이며, 각국은 감

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분위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흘러

가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어떠한 형태로든 배출권 거래시장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관리는 필수적으로 REDD+ 사업은 Post-

2012 기간에 신규메커니즘으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구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REDD+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산림관리를 장려하는 도구로서 

기존 CDM 사업과는 별도로 개도국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유도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REDD+ 대상 개도국의 역량 및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베이스라인 산출이 어렵고 

배출량 감축이 영속적이지 못한 산림관련 사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REDD+ 사업의 개도국 산림전용 방지 실현 가능성은 A/R CDM 대비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확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선진국 재

정지원 유도 및 국제 협력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가 가능하다.

이에 우리나라, 특히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진행 중

인 산림청은 사막화 방지 및 REDD+ 등 산림과 관련된 사업을 배출권적인 사업으로 연계

시켜야 하며, 일반 기업 중 국제적 거래가 가능한 배출권을 발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내

부 목표관리제 이행 방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림청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단순히 저렴한 비용으로 배출권, REDD+ 크레딧을 획득하기 위한 배출권 생산사

업 측면은 리스크가 매우 크다. 만일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 주체의 

감축 비용 저감과 감축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나, 이는 REDD+ 사업 시장의 이점이 반감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개도국의 지위를 가능한 오래 유지하

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적으로는 목표관리제

를 통한 감축안 설정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전략이 구사될 것

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림청 및 정부부처에 전담조직을 형성하여 개도국간 국제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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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REDD+ 사업을 

적극적이며,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REDD+ 사업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결과물을 정리해 보면, 첫째, REDD+ 

국제협력 사업에 의한 탄소배출권 확보이다. REDD+ 사업으로 우리나라 잠정적인 이산

화탄소 감축량 2억 톤 중 1억 톤의 감축 효과가 활용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GDP 생산

액을 1000조원정도 가정하고, Stern report(2006) 및 국내발표(환경부·환경정책평가연

구원, 2009)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영향으로 국가경제에 1~20% 영향을 고려하면, 우리나

라는 잠정적으로 약 10~200조 정도의 영향이 추정된다. 둘째, 아시아 REDD+ 파트너쉽

(국격 제고) 및 국내외의 REDD+ 전문가 양성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개도국으로서 국제적

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보다도 현재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국제

적인 압력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후변화를 위해 GGGI 설립과 온

실가스 감축량 30% 공약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2012년 포스트 교토체제 이후에 의무

감축국 가입의 압력을 받고 있다. 셋째, REDD+ 연구 및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REDD+ 사업을 통해 비용효율적인 크레딧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과 REDD+ 크레딧 흡수량 인정에 의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량 완화 효과

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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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필요성

1992년 개최된 리우 유엔 환경 정상회담에서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지

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하였다. 이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우리나라를 포

함한 모든 협약 당사국에게 주기적으로 온실가스통계 현황 및 전망을 포함한 국가보고서

를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게 법적 구속력 있

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산림활동(신규조림/재조림, 산림전용, 산림경영 등)에 따른 온

실가스 저감실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이행실적을 탄소

배출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지침에 따라 각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배출량을 측

정, 모니터링하고 일정한 범위 내의 오차를 갖는 흡수/배출 추정치를 작성, 보고하여야 함

을 명시하고 있다.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09

년 말까지 1차 공약기간 이후(Post-2012)의 의무부담협상 완료를 목표로 하는 발리로드

맵을 채택하고, 선진국은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MRV,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감축 공약을, 개도국은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방식의 감축 행동을 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 등에서의 최근 논의 동향을 보면 

이와 같은 MRV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한해 그 공약/행동에 대해 탄소배출권/인센티

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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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의 우리나라 위치를 보면 현재는 감축 의무 부담을 받지 않는 

비부속서Ⅰ국가에 포함되어 있으나, 2005년 기준 CO2 배출량 세계 10위의 OECD 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이후의 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는 상당한 온실가

스 배출 감축 의무 부담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청, 2009).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Post-2012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응을 위해 2008년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기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온실

가스 배출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규정한 바 있다. 산림청은 이러한 정부 종합대책에 

상응하는 산림부문 실천계획인 ｢기후변화  대응 산림종합대책｣을 수립하고, 7대 전략 가운

데 산림부문 기후변화 관련 협상 및 정책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온실가스통계 인

프라 구축”을 포함시키고 있다. 제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함에 있어 부속서Ⅰ당사국은 2005년부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2003년에 작성한 우수실행지

침(GPG, Good Practice Guidance)1)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비부속서Ⅰ당사국은 국가

보고서(NC, National Communication) 하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시 가능한 한 이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작성된 부속서Ⅰ국가의 연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NI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Report) 

및 공동보고양식(CRF, Common Reporting Format)의 형태로 매년 기후변화협약 사무

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FCCC/SBSTA/2006/9)).

이러한 배경으로 보았을 때 선진국 수준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과 Post-

2012 기후체제에서의 의무당사국 지정에 대비한 산림 탄소배출권 인정 요건 충족을 위해

서는, IPCC 우수실행지침을 토대로 한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이 선행

되어야 하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활동자료(Activity data)와 흡수/배출 계수(Removal 

emission factors)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1)   2000년에 발간된 IPCC GPG 2000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및 폐기물 등 배출원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고, 산림을 포함

하는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ry, LULUCF) 부문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IPCC GPG 2003으로 발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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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IPCC 우수실행지침에 따르면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크게 온실가스 흡수/배

출과 관련된 활동의 규모에 관한 활동 자료, 그리고 이 활동 한 단위를 온실가스 흡수/배

출량으로 전환해 주는 흡수/배출 계수가 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

림자원조사 자료는 활동자료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기후변

화 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 온실가스 흡수/배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각각의 활동자료, 계수, 추정치들은 불확도 평가를 해야 하고, 제3의 방법, 자료원 및 

전문가 등에 의해 검증을 해야 하며, 각 과정에서의 품질보증/품질관리(QA/QC, Quality 

Assurance/Quality Control)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반영한 우리나라 산림부문 온실

가스 인벤토리 체계를 개괄적인 모식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이경학 등, 2007).

우리가 추구하고자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상 각 요소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산림의 정의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기본법(이하 산림법), 임업통계연보,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 규

그림 6-1
우리나라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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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산림정의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임업통계연보의 통계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산림정의에 따른 통계치의 차이는 없다. 

산림법에서는 목적설과 임총설에 근거하여 산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의 

최소 면적, 임분 밀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림자원조사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나 산림면적을 추정하는 임상도 제작사업에서는 국제적 기

표 6-1
우리나라의 산림 

정의

산림법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

실된	토지,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	상기	토지	안에	있는	암석

지·소택지,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주택지·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죽은	제외.	※	산림에서	제외되는	초지와	입목·죽	:	과수원,	다포(차밭),	양수포(나

무를	기르는	밭),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건물장내의	토지,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전·답의	규반과	가로수가	생립하고	있는	도로,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의	

하천·제방·구거·유지	및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임업통계

연보

●	산림	:	입목지와	무립목지

-			입목지(Stocked	 forest	 land)교목의	울폐도가	30%	이상/이하인	임분,	또는	ha당	

1,200본	이상/이하의	침엽수	치수,	혹은	ha당	1,600본	이상/이하의	활엽수	치수가	

고르게	자라고	있는	임분.	죽림	포함.

-	무립목지(Un-stocked	forest	land)

·	미립목지(Non-stocked);	무립목지	중	지피와	나무갓(수관)의	총	피복도가	50%	이

상인	임지

·	황폐지(Denuded);	지피와	나무갓(수관)의	총	피복도가	50%	미안인	임지.	다만	식

계(蝕溪)가	발생된	곳은	피복도가	60%	미만인	임지(사방대상지)

·	개간지:	지목상	임야가	불법적으로	개간되어	산림이외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토

지(농경지,	목장,	과수원	등)

·	제지(Miscellaneous);	도로,	하천,	소택지,	고정방화선,	저목장,	암석지,	묘지,	방목

지,	초지,	광업용지,	군사시설부지	및	건물부지	등	임목육성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임지

국가산림

자원조사

1)	과거	산림조사(제1-4차)

입목지(Stocking	 land)와	무립목지(Unstocked	 forest	 land)에	대한	경우	교목의	울폐

도가	30%	이상/이하인	임분,	또는	ha당	1,200본	이상/이하의	침엽수	치수,	혹은	ha당	

1,600본	이상/이하의	활엽수	치수가	고르게	자라고	있는	임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산림면적의	범위는	항공사진	판독과	임상도	제작	편의상	1ha로	정하고	있다.

2)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2006-		)

최소	면적(Minimum	area)이	0.5ha	이상,	수고가	최소한	5m	까지	자랄	수	있는	입목의	

수관밀도(Canopy	cover)가	10%	이상인	토지로서,	최소	폭(Minimum	width)이	30m	이

상이어야	한다.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무가	제거되었지만	산

림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립목지와	죽림을	포함한다.	단,	건물부지,	도로(국도,	

지방도),	철도부지	등	반영구적으로	산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정한	기준치(Threshold)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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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부합하는 산림정의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며, 현재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s)

의 산림정의에 부합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2)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① 현행 산림통계

ㄱ. 신규조림/재조림

신규조림은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서 직접적이고 인위적으로 산림

을 조정하는 활동을 말하는 반면, 재조림은 1차공약기간에 한하여 1989년 12월 31일 당

시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산림을 재조성한 것으로 정의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IPCC에서 요구하는 신규조림/재조림, 산림전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통계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아래 표 6-2와 같이 임업통계연보와 조

림 및 숲 가꾸기 이력정보를 통해서 신규조림/재조림에 대한 통계정보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 임업통계연보는 조림사업에 대한 전국의 시·군·구별 산림에 대한 매년 통계자료

를 산출하고 있으나 필지정보가 없기 때문에 조림대상지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림 및 숲 가꾸기 이력 정보는 전국의 시·군·구별 필지별 조림 및 숲 가꾸기 이력정보

를 지번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조림지 사업지에 대한 토지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ㄴ. 산림전용

신규조림과 재조림의 통계체계와 마찬가지로 산림전용도 크게 산림행정종합시스템과 

임업통계연보로 나누어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산림행정종합시스템은 지방지치단체의 산림

분야 인·허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DB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료명
위치
경계

이용가능
항목

정보
형태

자료특성
구축현황

(대상	:	수치화자료)
갱신
주기

운용
주체

임업
통계
연보

없음 조림사업
장부	
DB

전국의	시·군·구별	산림에	
대한	통계자료

1999년~2005년 1년 산림청

조림
숲	가꾸기
이력
정보

지번

임야정보
장부	
DB

전국의	시·군·구별	필지별	
조림	및	숲	가꾸기	이력정보

1963년~2006년		 1년 산림청산림자원
관리

표 6- 2
신규조림/재조림 

통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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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향후 개선방향 

ㄱ. 신규조림/재조림

임업통계연보에 조림항목에 신규조림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신규

조림 대상지는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닌 지역에 0.5ha이상의 산림을 조성한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개간지 조림 항목을 추가하여 지목이 산림인 개간지 또는 제지에 0.5ha 이

상 조림한 곳을 통계로 작성해야 한다.

ㄴ. 산림전용

산림전용 통계는 기후변화협약 요구통계의 토지이용정보를 6개 범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원격탐사에 의한 대상지 파악 접근방법을 개발하여 대상지 

파악을 위해 기준연도(1990)에 대한 정사항공사진 DB 구축하고 최근의 정사항공사진/고

해상도 위성사진 DB 구축 및 상호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산림경영

① 기후변화협약 하 산림경영 정의 및 해석

기후변화협약에서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산림 등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함으로서 비롯되었

다. 교토의정서 제3조 3항과 4항에 온실가스 흡수/배출을 감축의무 이행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산림흡수원은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활동과 기존의 산림을 경영하는 

산림경영활동이다.

자료명
위치
경계

이용가능
항목

정보
형태

자료특성
구축현황

(대상	:	수치화자료)
갱신
주기

운용
주체

산림
행정
종합
시스템

지번

필지정보
장부
DB

전국의	시·군·구별
	행정정보

불확실~2006년	
(1990년대)

수시
행정
안전부

(시·군·구)전용허가
산지이력

임업
통계
연보

없음 전용
장부
DB

전국의	시·군·구별
산림에	대한	통계자료

1999년~2005년 1년 산림청

표 6-3
산림전용 통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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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모로코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마라케쉬합의문

(Marrakesh Accords)을 채택하고 산림활동 및 교토의정서에서 채택한 교토메커니즘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규칙 및 절차를 완성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실행규칙격인 마라케

쉬합의문에는 탄소배출권을 인정하는 산림경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기후변화협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실가스 배

출원에 따른 인위적 배출과 흡수원에 관한 국가통계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갱신 및 공표

하고, 당사국총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IPCC가 작성한 우수실행지침을 따르도록 결정하였

다. 산림부문은 IPCC 2003 우수실행지침에서 기준과 지침을 규정하였다. 이 IPCC 지침

에 따라 부속서Ⅰ국가들은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산림경영활동 등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교토의

정서에 정의해 놓은 임업부분(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의 우수실행지침상에 산림경영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산림경영 정의 관련 통계 및 항목

우리나라에서 산림경영의 협의적 정의는 산림을 대상으로 노동과 자본재(임도·기

계·기구)를 투입하여 육림·벌채 등의 작업에 의하여 목재와 기타 임산물(종실·수피)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육림·벌채 등의 사업 관리 및 실행 주체는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 민유림은 시·군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실행 결과는 임업통계연

보로 매년 산림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산림경영활동자료의 통계작성 방안은 1990년, 

이후 실제 시업실시 지역 통계는 산림행정시스템 상 산림자원관리이력대장에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산림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게	할	목적으로

임지를	관리·이용하기	위한	시업시스템

- 협의의 해석

1990년	이후,	실행한	특정한	시업들로	구성된	시스템으로서	임분수준은	땅고르기,	조

림,	솎아베기,	비료주기,	수확	등이며,	경관수준은	산불진화,	병충해	방재	등을	포함			

- 광의의 해석

산림경영시업들로	구성된	시스템(특정한	산림경영시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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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1990년 이후 실적 통계를 누적하여 실제 시업 실시 면적 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림 시업은 동일지번에서 중복되어 실시될 가능성이 있어 통계수치가 과대 추정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복시업 수행 지번면적 보정을 위한 자료조제가 필요하다.

③ 향후 개선방향 

산림경영활동을 광의의 개념으로 적용한다면 경영시업을 반드시 수행할 필요는 없

으나, 협의 개념 적용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 산림경영 활동자료를 제공하기가 곤

란하다. 국유림의 경우 협의의 산림경영정보 제공이 가능하나 사유림은 정보제공이 어렵

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유리한 협상을 위해 보고방법 2 수준으로 국가 산림시업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림시업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에 산재해 있는 1990년 이후 산림시업관련 데이터를 

DB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4) 산불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은 산불, 산림전용 등 산림교란에 의해 발생되는 이

산화탄소 및 Non-CO2(CH4, N2O) 배출량을 정량화하여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연구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산불로 인해 배출되는 비이산

화탄소 온실가스를 정량적이면서 과학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기초적 연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에서는 바이오매스 연소 시 

배출되는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 

산불피해지 구분은 물론 피해강도에 따라 배출되는 Non-CO2 가스를 정량적으로 추정하

기 위해 위성영상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자료원 통계항목 세부항목

임업통계연보 숲	가꾸기
메워심기,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기타

산림행정시스템
(사유림)

산림자원관리
이력대장

풀베기,	덩굴제거신규/보완,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	천연림개량,	움싹갱신지	관리,	천연림보육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숲	가꾸기 숲	가꾸기	관리이력

표 6-4
산림경영활동 

자료의 

통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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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근 19년간(1991~2009) 연평균 448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85%에 해당하는 산불이 건조기인 1월~5월에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기간 동안 300ha 이

상의 대형산불이 12건이 발생하여 32,645 ha의 산림과 재산피해를 가져왔으며, 대부분  

4월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19년간 산불로 인한 전체 피해면적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로 

봄철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는 가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불로 인한 연도별 Non-CO2 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 지를 알

아 보았다. 아래 결과는 IPCC가 제시한 산정식을 이용한 결과이다.

(5) 수확 및 벌채

수확 및 벌채에 관련한 통계자료는 입목벌채량, 용재생산실적, 국내재공급실적 등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작성주기는 매년단위로 조사되어있다. 입목벌채량 통계는 산림 내에

서 벌채되는 임목의 재적과 면적으로서, 매년 지자체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실행한 산림

사업을 행정통계로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용재생산 실적과 국내재 공급실적은 산림청에

서 매년 일괄 조사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여기서 용재생산은 제재소 등 목재가공업체

를 대상으로 매년 생산량을, 국내재 공급실적은 목재시장에서 거래되는 목재량을 조사하

고 있다.

General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CH4 0.321	 0.435	 2.426	 1.111	 0.516	 0.257	 14.854	 0.580	 2.825	 0.087	 1.092	 1.470	 0.187 0.200 0.207 1.333

CO 4.642	 6.277	 35.048	16.043	 7.452	 3.716	 214.560	 8.385	 40.803	 1.261	 15.775	21.239	 2.706 2.893 2.992 19.250

N2O 0.004	 0.005	 0.030	 0.014	 0.006	 0.003	 0.182	 0.007	 0.035	 0.001	 0.013	 0.018	 0.002 0.002 0.003 0.016

NOX 0.025	 0.034	 0.189	 0.086	 0.040	 0.020	 1.155	 0.045	 0.220	 0.007	 0.085	 0.114	 0.015 0.016 0.016 0.104

수관화

CH4 0.46	 0.62	 3.48	 1.59	 0.74	 0.37	 21.29	 0.83	 4.05	 0.13	 1.57	 2.11	 0.269 0.287 0.297 1.910

CO 6.65	 9.00	 50.24	 23.00	 10.68	 5.33	 307.54	 12.02	 58.48	 1.81	 22.61	 30.44	 3.879 4.147 4.289 27.591

N2O 0.01	 0.01	 0.04	 0.02	 0.01	 0.00	 0.26	 0.01	 0.05	 0.00	 0.02	 0.03	 0.003 0.004 0.004 0.023

NOX 0.04	 0.05	 0.27	 0.12	 0.06	 0.03	 1.66	 0.06	 0.31	 0.01	 0.12	 0.16	 0.021 0.022 0.023 0.149

지표화

CH4 0.161	 0.217	 1.213	 0.555	 0.258	 0.129	 7.427	 0.290	 1.412	 0.044	 0.546	 0.735	 0.094 0.100 0.104 0.666

CO 2.321	 3.138	 17.524	 8.022	 3.726	 1.858	 107.280	 4.192	 20.401	 0.630	 7.888	 10.620	 1.353 1.447 1.496 9.625

N2O 0.002	 0.003	 0.015	 0.007	 0.003	 0.002	 0.091	 0.004	 0.017	 0.001	 0.007	 0.009	 0.001 0.001 0.001 0.008

NOX 0.012	 0.017	 0.094	 0.043	 0.020	 0.010	 0.578	 0.023	 0.110	 0.003	 0.042	 0.057	 0.007 0.008 0.008 0.052

표 6-5
우리나라의 

산불로 인한 

Non-CO2 GHG 

추정량(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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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및 벌채에 관련한 통계는 크게 산림 내에 벌채재적을 통계로 계산하는 입목벌채

량, 원목상태에서 거래되는 양을 통계로 계산하는 용재생산량, 제재목 상태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을 통계로 계산하는 국산재 공급실적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입목벌채량은 산

림기본통계에서 제공이 가능하며, 앞으로 통계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목벌채허가

대장을 활용하여 수종별 벌채량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국가산림자원조사(NFI, National Forest Inventory)

① 산림조사 체계

2006년부터 시작된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2006~2010)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새

로운 조사체계를 채택하였다. 이는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지구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환경협약들과 FAO, OECD 등 국제기구,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패러다임

으로 하는 국내 산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산림자원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체계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특히 2003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함에 있어 

IPCC 우수실행지침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산림에서의 탄소배출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림 활동자료의 근간이 되는 국가산림자원조사 체계도 이 가이드라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만 했다. 새롭게 설계된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

사 체계에서는 기존의 바이오매스뿐만 아니라 고사목, 낙엽층, 토양의 탄소도 조사 항목에 

포함되었다. 또한 기존 체계에서 불확도 평가가 어려웠던 반면 새로운 체계에서는 계통적 

집락 추출법에 의해 배치된 표본점을 조사하기 때문에 통계적 불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자료원 관련	항목 조사방법	
작성방법

작성	주체
주기 단위

임업
통계
연보

수확/
벌채

입목벌채량
(입목)

시군/관리소
행정보고

매년	 	m3 지자체/국유림관리소

용재	생산실적
(원목)

생산	임가/
업체대상	조사

매년	 	m3 지자체/국유림관리소

국내재	공급실적 시장조사 매년 	m3 산림청	

표 6-6
수확 및 벌채 

관련 통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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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사체계는 전국의 약 640만ha의 산림을 대상으로 계통추출법(4km×4km)

에 의하여 추출된 4,000개의 고정표본점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전국 고정표본점의 

20%를 매년 조사하며, 따라서 5년이면 모든 표본점을 다 조사하게 되고, 6년차에는 1년차

에 조사했던 표본점을 다시 조사하게 된다. 

조사 내용을 보면 크게 임분 현황 조사, 입목 조사, 벌근 고사목 피해목 조사, 산림 식

생 조사, 토양(탄소) 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입목 조사 항목으로는 수종, 흉고직

경, 형질급, 수관급, 고사목, 수간박피, 수간공동, 생장률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임목자

원조사 17항목, 산림생태 및 환경인자 15항목 등 총 32항목이다.

우수실행지침	요구항목
(국가산림자원조사	관련)

기존	전국산림자원조사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탄소저장고

-	바이오매스	 -	임목축적에	근거한	추정 -	임목축적에	근거한	추정

-	고사목 -	미조사 -	조사

-	낙엽층 -	미조사 -	조사

-	토양 -	미조사	 -	조사

불확도(오차)	평가	 	

-	바이오매스

-	평가	불가능 -	평가	가능

-	임상별	임목축적	=
임상별	단위면적	축적	x	
임상도상	임상별	면적
*	임상도상	임상별	면적이
불확도	평가	안	됨

-	임상·수종별	임목축적	=	
총축적	×	(해당	임상·수종	표본점	
축적	/	총	표본점	축적)

-			총축적	=	총산림면적	×	표본점	
평균	축적
*	표본점	토대	산림조사로
통계적	오차	분석	가능

-	고사목,	낙엽충,	토양 -	항목	자체가	없음 -	평가	가능

표 6-7
기존 전국 

산림자원조사 및 

제5차 국가산림 

자원조사 체계 

비교

그림 6-2
토양조사 및 

유기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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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탄소배출계수

산림부문의 주요 바이오매스 탄소배출계수2)로는 목재기본밀도(D, basic wood 

Density)3), 바이오매스 확장계수(BEF, Biomass Expansion Factor)4), 뿌리함량비(R, 

Root-shoot ratio)5), 탄소함량비(CF, Carbon Fraction)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배출계

수는 임목 축적(부피)을 탄소량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인자로,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자

국에 맞는 계수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들 자료는 IPCC GPG 2003, IPCC 2006 GL 등에 

제시되고 있다(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1996).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성 제고 및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산림부문의 활동자료 즉, 통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탄

소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배출계수를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손영모, 2006; 손

영모 등, 2010).

① 우리나라 수종별 탄소배출계수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주요 12개 수종에 대한 탄소배출계수를 개

발하였으며, 이들 계수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 및 적용상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2)    에너지, 선박, 교통 등 타분야 대부분은 CO2를 배출하므로 배출계수로 명명하나, 산림부문은 CO2흡수량 산정을 포함하므

로 흡수계수로도 표현함

3) 목재기본밀도(g/㎤) = 수피를 제외한 줄기 건중량 / 수피를 제외한 줄기 부피

4)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 지상부 바이오매스(줄기, 가지, 잎, 수피, 구과 등) / 줄기 바이오매스

5) 뿌리함량비 = 뿌리 바이오매스 / 지상부 총 바이오매스(줄기, 가지, 잎, 수피, 구과 등)

그림 6-3
산림 축적의 

바이오매스·탄소 

전환 및 이용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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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도 평가(Uncertainty assessment)6)”를 실시한 바 있는데, 목재기본밀도와 바이오

매스 확장계수의 경우 불확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기준 이하에 있었으나, 뿌

리함량비의 경우는 뿌리 굴취의 어려움 등으로 불확도가 기준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

어, 현재 보완 조사가 진행중이다. 

추후 이를 국가 고유계수로 확정하여 온실가스 인밴토리에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산림

부문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성 제고 뿐만아니라,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계수를 활용하여 탄소흡수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6)   “불확도 평가”란 각 탄소흡수계수의 평균값에 대한 오차 범위를 밝히는 작업으로, 높을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값
수종

탄소배출계수

목재기본밀도
(WD)

바이오매스
확장계수(BEF)

뿌리함량비
(R)

침엽수

강원지방소나무 0.40 1.47 0.26

중부지방소나무 0.47 1.40 0.25

리기다소나무 0.51 1.39 0.36

잣나무 0.41 1.85 0.32

해	송 0.48 1.43 0.21

편	백 0.42 1.39 0.30

낙엽송 0.45 1.32 0.25

삼나무 0.35 1.31 0.24

활엽수

굴참나무 0.72 1.33 0.31

상수리나무 0.70 1.43 0.40

신갈나무 0.66 1.50 0.43

현사시나무 0.36 1.18 0.26

표 6-8
주요 수종별 

탄소배출계수

본	표의	정보는	수종별	보완조사가	매년	수행되므로	바뀔	수	있음.

연간	ha(가로	100m	x	세로	100m)	

내에	자라는	강원도	평창지역	소나

무의	부피	생장량이	4m3이라할	때,	

이	숲에서의	연간	탄소흡수량을	계

산하면,

4(부피생장량) x 0.40(WD) x 

1.47(BEF) x (1+0.26(R)) x 0.5(탄

소함량비) =1.48 C톤

이를	CO2로	전환하면,	5.43	CO2톤,	

이는	자가용	차량	2대가	연간	배출

하는	CO2	양과	동일한	양이다.

그림 6-4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 

및 산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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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활동자료와 배출계수의 품질보증(QA)7) 및 품질관리(QC)8)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위한 모든 활동자료와 계수는 모두 QA/QC 절차를 거쳐야 함을 

IPCC 우수실행지침은 밝히고 있다. QA/QC 분야에 있어, 배출계수를 도출할 시 자료수

집 기관은 자료수집 방법을 검토하고, 자신들이 수집하고 종합하거나 세분화한 자료를 입

증하기 위해 검토하고, 자료가 시간에 따라 실제적이고, 완전하며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다른 자료 출처 및 전년도와 교차 검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QC

과정의 일부로서, 통계적 조사이던지 이론적 추정치이던 간에 배출계수 추정의 근거를 검

토하고 서술해야 한다. 검토자들이 부정확성, 공백을 식별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문서화는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보고에서의 문서화와 투명성은 불

확도가 높은 배출원 범주에 대해 특히 중요하며, 국가 고유계수와 다른 나라에서 이용하는 

기본 값이나 계수 간 차이의 이유가 된다. 동일한(생태적) 조건인 국가들에게는 방법, 배

출 계수 및 불확도 평가 세밀화에 대해 서로 협력할 것을 IPCC는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배출계수의 정확도 판정은 계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작되게 된 표본 집단의 선정 유의성, 

표본수의 적정성, 통계적 신뢰구간, 허용오차 한계 등을 통한 사전 정확 및 유의성을 판정

하여야 한다(손영모 등, 2008; 이명균 등, 2006).

외국의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1) 일본

① 교토의정서 이슈와 산림부문 대응 정보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토지이용상태가 안정되고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등 의정서 3.3조의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은 무시할 정도이다. 그러나 2010년까

지 일본의 탄소배출 목표 감축량은 기준년도인 1990년 배출량 대비 6%라고 기술하고 있

으며, 이 중 0.5%는 산업, 교통 및 생활 분양에서, 1.6%는 교토 메커니즘, 그리고 3.9%9)

에 해당하는 1,300만tC를 산림 관련 활동에서 감축한다고 밝히고 있어, 의정서 3.4조하

의 산림경영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배출권의 잠재력이 일본의 감축의무이행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7)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 활동자료 또는 배출계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3자의 검증을 가지는 절차

8)   품질관리(Quality control) : 활동자료 또는 배출계수 수집과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프로세스를 표준화된 절차에 따르고, 

이를 기록, 보고, 자체적인 검증을 행하는 절차

9) 현재 일본은 당초 감축목표량 3.9%에서 3.8%로 하향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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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토의정서에 대응한 일본 내 산림경영에 의한 흡수량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② 신규조림/재조림, 산림전용

산림관련 토지이용변화면적에 대한 통계는 토지이용백서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 면

적에 수확표를 적용하여 활동별 수간재적 생장량 및 벌채량을 구하게 되고, 여기에 목재밀

도, 확장계수 및 탄소함량비를 곱하여 지상부와 지하부를 포함한 수목 전체의 탄소증가량 

혹은 감소량을 구한다	[그림	6-6]. 이 방법은 산림자원 현황조사에 따른 완전한 계산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불확도가 낮다.

그림 6-5
일본의 

교토의정서상 

산림경영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통계 추정 체계

그림 6-6
일본의 신규조림 

및 산림전용에 

따른 탄소변화량 

추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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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림경영

먼저 이에 필요한 경영림 면적은 임업통계로부터 얻는다. 여기에 앞에서와 같이 수확

표, 목재밀도, 확장계수 및 탄소함량비 등을 곱하여 탄소 증가량을 구하고, 여기에서 수확

벌채에 따른 배출량과 3.3조 산림에서의 증가량을 제한 것이 순수하게 산림경영에 의한 

탄소순증가량이다	[그림	6-7]. 일본의 임업통계는 산림조사부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므로 완

전한 계산이라고 볼 수 있어 불확도는 낮은 것으로 예상되나, 통계적인 표본추출방법이 아

니기 때문에 오차율을 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④ 국가산림자원 DB 구축 연구

교토의정서 상 보고가 요구되는 온실가스 통계 관련 정보 즉, 면적, 축적량 (생장량), 

확장계수, 목재기본밀도 등 흡수량 산정에 필요한 정보와 신규조림/재조림, 산림전용, 산

림경영에 관한 위치정보, 시업이력, 보조사업 등 90년 이후 산림경영활동을 유추할 수 있

는 정보 및 교차 검정, 불확도 평가 등 QA/QC 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삼림자원 데

이터베이스가 필요함을 인지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국가삼림자원 DB 구축의 목적은 흡수량 보고, 삼림자원현황·센서스, 기타 기

초정보 집계 등이며, 규모는 민유림, 국유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적인 삼림자원 DB

그림 6-7
일본의 

산림경영에 따른 

탄소변화량 

추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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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이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행정속성 정보로 삼림부 등, 수치지도자료로는 

삼림계획도, 기본도 등, 원격탐사자료는 정사사진, Landsat TM, 그리고 삼림자원모니터

링 조사구 자료를 갖고 있다. DB구축에 따른 기능은 탄소흡수량 산정 및 보고, 삼림자원 

통계 집계 및 기관 내 자료 이용 및 Web상 공개 등이다. 데이터는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국유림과 연계되고 국가DB와 데이터를 공유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독일

① 신규조림/재조림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장려정책하에 신규조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각 주정부가 취합하여 연방정부에 보고하고 있다. 

이 실행면적에 평균 연간 ha당 바이오매스생장량인 1.5를 곱하여 바이오매스 증가량

을 구하고 여기에 탄소밀도 0.5를 곱하여 신규조림에 의한 탄소증가량을 구한다	[그림	6-9].

② 산림전용

주정부기록에 나타난 타용도로 전환된 산림의 면적에 평균 바이오매스 탄소량을 곱하여 

식생탄소감소량을 추정하고, 평균토양탄소는 20년간 비선형적으로 반감한다는 가정하에 토

양탄소감소량을 구하는 방법으로 산림전용에 따른 총탄소배출량을 계산한다	[그림	6-10].

그림 6-8
일본 

국가삼림자원 DB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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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평균바이오매스 축적량은 1986~1990년에 행한 국가산림자원조사(4㎞×4㎞ 

계통적 추출) 시 얻어진 평균임목축적량에 전환인자인 1.45를 곱하여 얻어진 것이며, 토

양탄소량은 1987~1993년에 행한 전국조사시 (8㎞×8㎞ 계통적 추출) 얻어진 것이다.

③ 산림경영

전국산림자원조사에서 얻은 수종별 생산임지 면적에 수확표와 지상부 재적확장인자 

및 지상부 바이오매스 전환인자를 곱하여 지상부 바이오매스 증가량을 얻고, 여기에서 수

확통계에 근거한 바이오매스 감소량을 제한 후 탄소밀도 (0.5)를 곱하여 경영림에서의 지

상부 탄소 순증가량을 구한다	[그림	6-11].

그림 6-9
독일의 

신규조림에 따른 

탄소변화량 

추정체계

그림 6-10
독일의 

산림전용에 따른 

탄소변화량 

추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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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핀란드

① 신규조림/재조림, 산림전용, 산림경영 지역의 추적

IPCC, GPG 2003은 제3.3조 및 3.4조에 해당하는 토지지역을 추적함에 있어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표본조사를 근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적으로 명확하

고 완전한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핀란드시스템은 전자를 근거를 둔 것이다. 마라

케쉬 합의문은 3.3조 및 3.4조에 해당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경계에 대한 지리적인 

위치를 담은 정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보고대상지가 개별적으로 구분될 

필요는 없으며, 이들을 포함하는 경계를 보고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GPG 2003에 따르면 이 경계는 법적, 행정적 혹은 생태적인 경계가 될 수 있다. 전체 

국가가 하나의 보고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핀란드의 국경을 3.3조와 3.4조에 해당하는 토지

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정의하여 사용할 것이 제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조직하는 검토팀에 의해 통계 검토 후 판정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전체국가

접근방법”이 가능하지 않다면, 전국을 적절하게 나누어 추적해야만 한다.

교토의정서 이행에 관한 추가 보고에서 산림의 정의는 기후변화협약 보고에서의 정의

그림  6-11
독일의 

산림경영에 따른 

탄소변화량 

추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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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를 수 있으나, 핀란드에서는 KP와 UNFCCC 보고에서 모든 토지 범주에 대해 동일

한 정의를 사용한다. 

② 신규조림/재조림, 산림전용 및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탄소저장고별 보고

신규조림과 재조림의 경우는 다른 토지범주에서 산림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산림전용은 산림이 다른 토지범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핀란드는 산림경영활동을 1차 공약기간에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만약 이후에 

채택한다면, 산림의 대부분(혹은 전부)가 (광의의 해석에 따른) 산림경영 활동 지역이 될 

것이다. 이에 관한 교토의정서 이행보고는 기후변화협약하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에서 

산림으로 유지되는 산림에 대한 산정을 토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③ 교토의정서 3.3 및 3.4조에 대한 QA/QC

GPG 2003에서는 교토의정서 3.3조 및 3.4조 하에 보고되는 추정치에 대해 기후변

화협약하의 연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QC에 더하여 수준 2하에 다음과 같은 요소에 

대한 검정이 더해져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   3.3조와 (만약 선택하면) 3.4조하의 활동을 받은 토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경계의 

지리적인 위치의 구분. 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전환된 토지 지역의 추적

-   3.4조하의 활동에 대한 Net-net 계정의 추정을 위한 자료의 가용성. 기준년도와 

공약기간에 이를 추정치에 대한 문서화

- 과거의 자료도 현재의 자료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QC 검정의 이행

-보고하지 않을 저장고가 배출원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행한 분석의 검정

(4) 캐나다

캐나다는 국가 산림탄소계정시스템 개발 계획에 따라 산림조사, 통계, 생장곡선 및 탄

소계정모델에 근거한 계정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그림	6-12]. 얻어진 결과는 산림부문의 탄소

흡수/배출에 저장·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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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정시스템에서 각 구성요소의 개발을 위한 자료원 및 체계는 다음과 같다.

- 산림조사 : 전국조사, 지방조사, 회사탐사, 원격탐사

- 생장곡선 : 지방/회사 자료, 현실 생장모델

- 재적의 탄소전환비 : 모수 DB 개발, 국가 프로젝트, 뿌리

- 낙엽층 분해모델 모수 : 모수 DB 개발, 국가기준·지역보정

- 수확·식재·교란·토지이용변화 : 지방통계, 변화통계, 원격탐사

앞으로 우리는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교토의정서 대응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

축에 있어, 우선적으로 산림, 산림경영 등 대상지 구획을 위한 명확한 용어 정의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산림 및 교토의정서 대상 활동지(신

규조림/재조림, 산림전용, 산림경영, 산불 등) 자료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한편, 각 활

동유형별로 우리나라 산림를 대표할 수 있는 단위면적당 바이오매스 및 토양/낙엽층 탄소

량 전환 관련 계수 및 Non-CO2 전환 관련 계수 등 계수 정보 DB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활동자료 정보 DB에 있는 활동유형별 면적과 관련 계수 정보 DB에 있는 

각 유형별 단위면적당 탄소 관련 계수를 곱하게 되면 교토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산림활동 

및 탄소저장고별 온실가스 통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대상 활동 지리

정보와 온실가스 흡수/배출 추정치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원격탐사 등 독립적인 자료원에 

의해 검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구축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6-12
캐나다의 

산림탄소 

계정시스템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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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수실행지침에서는 6개의 범주로 토지이용을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이용상태를 

유지하는 토지와, 타용도에서 전환되어 온 토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 간 변화 상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관되게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부처(국토해양부,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청 등)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적, 행정적인 검토를 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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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체

결되었고,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후 2005년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 

38개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제 부여함과 동시에 신축적으로 이행을 유도

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였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

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탄소배출권거래제 대상은 유럽연합 탄소시장의 배출권

(EUA), 청정개발체제(CDM)에 따른 배출권(CER), 선진국간 공동이행제도(JI)에 따른 저

감권(ERU)과 각국 국내의 자발적거래 시장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2020년 배

출전망치(BAU) 대비 30%을 감축하겠다고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제, 탄소상쇄사업, 탄소배출

권 거래제도 등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1) 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① 탄소배출권의 정의

2005년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교토의정서 의무당사국들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제 1차 공약기간 동안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이산화탄소 평균 5.2% 

수준으로 감축하여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 국가와 기업 

등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산림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사는 권리를 탄소배

출권이라고 한다. 

산림부문 탄소배출권 거래 및 
탄소상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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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정의 및 내용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여하고 실제 배출량이 배출한도 이

하인 국가는 여분의 배출권을 판매하고 실제 배출량이 배출한도를 초과하는 국가는 초과

분을 구입하여 최소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라 한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은 개도국이나 후진국 등에 온실가스 저감설비를 

구축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등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분량만큼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또한 감축 의무대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도 배출권을 팔고 

살 수 있다.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참여형태에 따라 규제적 또는 의무적 배

출권거래제도(Regulated or Mandatory Emission Trading Scheme)와 자발적거래제도

(Voluntary Trading Scheme)로 구분된다. 

(2) 탄소배출권의 종류

탄소배출권의 종류는 교토의정서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잉여의 허용 배출량을 거래하

기 위한 허용 배출권(Allowance) 시장과 감축프로젝트로부터 발생되는 감축성과에 상응

하는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한 프로젝트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로젝트 거래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획득한 

Credit을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가 대표적이다. 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감축한 온실가스 일정량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개도국

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선진국에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다. JI는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① AAU(Assigned Amount Unit)

AAU는 각 선진국의 기업들이 국가에서 허용받은 배출할당량 중에서 할당분보다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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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하는 경우 그 차액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다른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으로, 할당배출권

이라고 한다. 유럽연합 탄소시장(EU-ETS)에서는 이를 EUA(EU Allowance)라고 한다.

②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교토의정서 가입 국가들은 청정개발체제(CDM)에 따라 저개발국가의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투자하면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에 따른 탄소배출권(CER)을 확보할 수 있다. 

③ ERU(Emission Reduction Unit, 프로젝트 거래시장)

ERU는 선진국들 간에 공동이행제도(JI)사업을 할 때, 그 감축분을 인정하여 발생하

는 배출권이다. 이는 주로 선진국들과 동구권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국제 탄소

시장에서 ERU 거래량은 CER의 약 3.5% 수준이다.

④ RMU(Removal Unit)

RMU는 교토의정서에 의하여 1차 공약기간(2008~2012)동안 산림부문에서 인정하

는 활동에 의해 흡수되는 대기 중 온실가스의 순흡수량을 의미하고 감축의무 당사국의 배

출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부문에서 인정되는 활동으로

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등 토지이용변화(교토의정서 3.3조)와 산림경영(교토의정

서 3.4)이 있다. 국제 탄소시장에서 RMU는 아직은 거래되고 있지 않다. 지구 온실가스 배

출량 중 약 17% 정도가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산림 활동으로부터 발행되는 RMU는 1차 공약기간 중 사용되는 물량에 대한 한도 및 

이월에 대한 제약이 있다. RMU를 다른 배출권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배출권의	종류 1차	공약기간	중	활용한도 이월한도

AAU
교토의정서상	할당된	배출한도

(배출권)
한도	없음 한도	없음

CER
청정개발체계	사업에	의해

발행되는	배출권
한도	없음

흡수원사업:	구매국	할당량의	1%
할당량의	2.5%

ERU
공동이행	사업에	의해	발행되는

배출권
한도	없음 할당량의	2.5%

RMU
국내	산림에서	흡수하여
발행되는	배출권

토지이용변화는	한도	없음
산림경영은	국가별	상한

이월	불가능

표 6-9
탄소배출권 

종류에 따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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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종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규제적 시장(Compliance market)과 자발적 시장(Voluntary 

market)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규제 시장(Compliance market)

규제적 시장은 교토의정서나 법규 등에 의한 감축의무를 탄소배출권이나 크레딧으로 

거래하도록 인위적으로 형성한 시장을 의미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단위로는 CDM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되는 감축분의 거래단위인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JI 프로젝트를 통해 발행되는 감축분의 거래단위인 ERUs(Emission Reduction Units), 

EU-ETS를 통해 거래되는 허용배출량의 거래단위인 EUAs(EU Allowances) 등이 있다. 

② 자발적 시장(Voluntary market)

자발적 시장은 교토의정서나 법규 등에 의한 감축의무와 관계없는 기업, 기관, 비영

리단체 등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한 뒤에 이를 정

부나 규제시장에 내다 파는 시장을 의미한다. 자발적인 시장의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

되는 감축분의 거래단위는 VERs(Verified Emission Reductions)이다. 

(4) 주요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① 유럽연합(EU)

ㄱ.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현황 

EU는 유럽기후변화프로그램(ECCP,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을 

*			Kollmuss,	A.H.	Zink	and	C.	2008.	Making	Sense	of	 the	Voluntary	Carbon	Market,	A	Comparision	of	Carbon	

Offset	Standard.

프로그램	형태 Cap-and-Trade
Associated	Baseline-and-Credit

(Offset)	프로그램

규제적	시장

교토의정서하	배출권	거래제도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Joint	

Implementation(JI)

EU-ETS CDM,	JI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Offset	Programme

자발적	시장 Chicago	Climate	Exchange	(CCX) CCX	Offset	Program

표 6-10
배출권거래제도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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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시작하였고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를 2001년 제안하여 

2005년부터 거래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인 2005년 1월에 

EU ETS를 출범시켰고, 2005~2007년까지 제1기 시범기간을 거쳐, 2008~2012년까지 

교토이행기간인 2기를 시행 중에 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EU ETS에 교토메커니즘을 편입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따

라 AAU 및 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생한 CER이나 ERU를 EU ETS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

었다. 1기 기간에는 탄소배출권의 과다할당 및 이월 불허용 등 제도적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완하여 2기 기간 동안 할당량을 축소하고 차기 이월을 허용하였으며 경매를 통한 배분

으로 배출권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있다. 

EU ETS는  최대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으로 유럽 3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유럽연

합의 거래액은 2010년 106,024백만 US$으로 성장하여 전 세계 배출권 거래액의 약 84%

를 차지하고 있다. 

ㄴ. 탄소배출권 거래소

EU ETS(EU Emission Trading Scheme)는 EU 역내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의 원

활한 업무이행을 위해 만든 거래시스템이자 EU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가장 큰 거래

시장이다. 유럽의 EU ETS 이외에 EU의 주요 탄소배출권거래소는 유럽기후거래소(ECX, 

European Climate Exchange), 프랑스 전력거래소인 Powernext, 프랑스의 탄소거래소

인 Blue Next, 독일 유럽에너지거래소(EEX, European Energy Exchange), 오스트리아 

에너지거래소(EXAA, Energy Exchange of Austria), 북유럽의 Nord Pool 등이 있다. 

② 미국

ㄱ.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현황

교토의정서 미 이행국인 미국은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소인 시카고 기후 거래소

(CCX), 미국북동부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서부지역기후이니셔티브(WCI, Western Climate Initiative), 중서부지역온

실가스협정(MGGA, Midwestern Greenhouse Gas Accord) 등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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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고 있다. 포드, 듀퐁, 인텔, IBM, 소니 등 다국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리노이, 뉴멕

시코 주정부 등 여러 시정부와 대규모 전력회사 등이 가입하고 있다.

ㄴ. 주요 탄소배출권 거래소

ㄱ) 시카고 기후거래소 (CCX, Chicago Climate Exchange)

CCX는 2003년에 설립되어 6가지 온실가스를 모두 포함하는 북미 유일의 온실

가스 배출 총량제한 배출권시스템(Cap and Trade)로 시작되었다. 참여회사들은 

발전회사나 발전관련 회사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회사로 자

발적이지만 법적으로 CCX의 배출감축계획에 구속된다. CCX는 북미에서 가장 

크고 장기간 온실가스배출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CCX는 탄소상쇄분(Offsets)과 총량제한 배출권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왔다. 자발

적 CCX 회원은 정해진 감축목표를 일정 기한 내에 달성해야 하고 초과 달성분을 

이전 판매할 수 있다. 탄소상쇄 CCX위원회, 외부 자문위원회, 기술 자문위원회, 

CCX 산림위원회, 탄소상쇄 사업 검증기관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ㄴ)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2005년 출범한 RGGI는 미국의 북동부 10개주가 발전 전력 25MW 이상의 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배출 할당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2009

년 수준의 배출량을 2018년까지 10%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다양한 배출감축 수

단을 도입하고 있다.

구	분 CCX RGGI WCI MGGA

대상
발전회사나	발전	
관련	회사
자발적	참여

북동부	10개주
대상은	발전전력	
25MW이상의	
화력발전소

미국	7개주	및	캐나다	
4개주	2개	이상의	
부문이	감축	대상

미국	6개주,	캐나다	
1개주가	참가.	2개	
이상의	부문이	
감축	대상

목표

제1차(03~06)에는	
BAU대비	4%,	

제2차(08~10)에는	
1차기간	대비6%	
감축목표

00~04년	평균	대비를	
09~14년에	유지,	
18년에	10%	감축

참가주	합계로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대비	

15%	감축

참가주의	감축목표와	
정합성이	있는	지역	

감축목표

제도특징
자발적인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배출권	할당	100%	
경매.	2008년	9월에	
첫	번째	옥션	개최

복수의	부문을	
대상으로	Cap	and	
trade	방식

복수의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Cap	
and	trade	방식

도입시기 2003년 2005년 2007년 2007

표 6-11
미국의 지역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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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본

ㄱ. J-VER 제도의 개요

일본은 2008년 11월 환경성에서 Offsets credit으로 J-VER제도를 창설하였

다. J-VER제도는 일본의 프로젝트에 의해 실현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흡수량을 상쇄 

Credit으로 인증하는 제도로써 개인과 기업, 자치체 등에 의한 자발적인 감축활동 촉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민, 기업, NGO, 지자체, 정부 등의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노력을 하며, 배출권

을 구입하거나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ㄴ. J-VER 제도의 체계

J-VER는 2011년 2월 현재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흡수활동에 따라 배출감축 프로

젝트 방법론이 25건, 산림흡수 프로젝트 방법론이 3건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된 프로젝트는 배출감축 프로젝트가 32건, 산

림흡수 프로젝트가 57건으로 총 89건이 등록되어 있다. 

(5)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①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현황

2010년 국제 탄소시장은 6,823 MtCO2e이 거래되었으며 거래액은 124,379백만 

US$로 2009년에 비해 거래량과 거래액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량 감소의 원인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산업 생산량 감소, 배출권 과잉 공급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0년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에서는 2009년에 비해 32 

MtCO2e이 증가한 총 131 MtCO2e이 거래되었고 거래액도 424백만 US$를 기록하였다. 

구분
거래량(백만톤) 거래액(백만	$)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RGGI 61.9 805.2 45.0 198.2 2,178.6 436

CCX 69.2 41.4 2.0 306.7 49.8 0.2

표 6-12
미국 탄소시장 

거래량과 거래액 

(2008~2010 )

자료 : World  

ban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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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탄소시장 중 OTC에서 2010년 128 MtCO2e이 거래가 이뤄져 자발적 세계 탄소시

장 거래량의 약 97%를 거래하였다. 

규제시장에서는 2010년도 거래량이 6,692 MtCO2e이며 거래액은 123,954백만 

US$에 달한다. 특히 EU ETS는 2010년 현재 거래량이 5,529 MtCO2e이고 거래액은 

106,024백만 US$로 가장 많은 거래량과 거래액을 나타냈다. 

 2010년 OTC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된 탄소배출권의 거래량 기준 평균 가격은 2009

년 $6.5/tCO2e에서 $6/tCO2e으로 하락하였다. 하락원인은 대규모 저가 거래로 인하여 평

균가격이 하락하였지만 최저 $0.1/tCO2e에서 최고 $136.3/tCO2e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

다(Ecosystem maretplace, 2011).

② 산림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

산림 탄소배출권의 거래량은 2006년까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2009년에는 2008년

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20.3백만 tCO2e이 거래되었으며 2010년에는 30.1백만 tCO2e이 

거래되었다.

특히 2002년 이전에 이미 250만 tCO2e의 산림 탄소배출권이 거래되었다. 이는 1990

년대 초부터 발 빠른 비영리 환경단체들과 산업 회사들이 숲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에 대해 

시장
거래량	(MtCO2e) 거래액	(백만	US$)

2009 2010 2009 2010

			OTC 55 128 354 414

			CCX 41 2 50 0.2

			기타	거래소 2 2 12 10

자발적 시장 총계 98 131 415 424

			EU	ETS 5,510 5,529 105,746 106,024

			Primary	CDM 135 94 2,858 1,325

			Secondary	CDM 889 1,005 15,719 15,904

			Kyoto	[AAU] 135 19 1,429 265

			RGGI 768 45 1,890 436

규제시장 총계 7,437 6,692 127,642 123,954

국제시장 총계 7,535 6,823 128,057 124,378

주	:	총계는	반올림으로	인해	합산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6-13
국제 탄소시장  

거래량 및 거래액

Ecosystem 

Marketpla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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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수목에 탄소를 고정시킴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에 균형을 맞추는 사업

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자발적 시장에서 주요 산림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은 2008년 $3.8/tCO2e에서 2009

년 $4.5/tCO2e 그리고 2010년 $5.5/tCO2e까지 상승하였다. 각각의 독특한 공급-수요, 

프로젝트마다 규모의 뚜렷한 특징이 있어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가격도 다양하다. 2010년 CCX에서 거래된 산림 배출권 평균 가격은 $1.0/tCO2e을 약간 

상회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OTC 자발적 시장에서는 2009년 $4.2/tCO2e에서 

2010년 $5.6/tCO2e까지 상승하였다. CDM 가격은 $4.7/tCO2e에서 $4.5/tCO2e으로 소

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2009년부터 감소한 거래규모 때문이다.

③ 탄소배출권 대비 산림 탄소배출권

2010년 현재 세계 총 탄소배출권의 거래량은 6,823 MtCO2e이고, 거래액은 

124,378백만 US$이다. 이 중 산림 탄소 배출권의 거래량은 전체 탄소배출권의 약 0.44%

인 30.1 MtCO2e이고, 거래액은 약 0.11%인 133.4백만 US$가 거래되었다. 산림 탄소배

출권의 거래량과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탄소배출권에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탄소배출원을 흡수하는 유일한 흡수원이라는 의미에서는 앞으로 관련 사업 추진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림 6-13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량 및 시장별 

점유율 추이

Ecosystem 

Marketpla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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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정부가 2020년까지 BAU대비 30%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다. 

①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기업에게 감축 목표를 주고 관리하는 제도로 총괄기관

은 환경부로 2012년부터 시행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과정은 2011년 9월까지 온

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하고 2012년 12월까지 이행 계획을 정부에 제

출하고, 2012년~2013년에는 2만톤 이상 배출 기업, 2014년에는 1만 5000톤 이상 배

출 기업, 2015년에는 1만 5000톤~2만 5000톤 미만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

상 범위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1%, 에너지 소비량의 42.4%를 차지한다. 

목표관리제의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측정, 보고, 검증(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이 가능하므로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의무보고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는 효과

도 있다.

② 탄소배출권 거래제

2010년 4월 시행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과 산업분야 탄소

감축 프로그램인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이 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우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 참여 대상기관의 전기, 난방연료, 차량 유류 등 

배출원의 기준 배출량(07년, 08년 평균)의 10%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고 있다. 정

부는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의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표 6-14
탄소배출권 대비 

산림 탄소배출권 

비교

구		분 시		장 탄소배출권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량
(MtCO2e)

전체시장 6,823(100%) 30.1(0.44%)

-	자발적	시장 131(100%) 27.6(21.6%)

-	규제적	시장 6,692(100%) 2.6(0.04%)

거래액
(백만	US$)

전체	시장 124,378(100%) 133.4(0.11%)

-	자발적	시장 424(100%) 126.9(29.9%)

-	규제적	시장 123,954(100%) 6.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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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제도 

(1) 산림탄소상쇄의 정의 및 특성

① 산림탄소상쇄의 정의 

탄소상쇄(Carbon offset)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이나 국가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의 크레딧으로 상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산림탄소상쇄

(Forest carbon offset)는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이용한 사업을 통해 탄소 크레딧을 생성

하고 이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② 산림탄소상쇄의 특성

산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도시열섬현상 조절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산

림분야 사업으로는 산림조성, 산림경영, 산림전용 방지, 목질바이오매스 이용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추가

성, 영속성, 흡수량 계정,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은 까다로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2)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도입배경

① 교토의정서 및 교토메커니즘의 도입

1997년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부속서Ⅰ에 

속한 선진국들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평균 5.2%의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

그림 6-14
산림사업을 통한 

탄소상쇄의 

특성과 역할

김영환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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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들의 감축의무 달성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토메커니즘을 함께 도입하였는데, 교토메커니즘은 시장기반의 유

연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제도가 있다(산림청, 2009). 

ㄱ.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제도는 교토의정서 제6조에 따라, 감축의무가 있는 부속서Ⅰ국가들 사

이에서 공동으로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으로부터 얻어진 감축량을 이용하여 

의무감축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ㄴ.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라, 감축의무가 있는 부속서Ⅰ국가가 감

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으로부터 얻

어진 감축량을 상쇄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ㄷ.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cheme)

배출권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따라, 부속서Ⅰ국가가 의무감축량을 초

과한 잉여 감축량에 대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의무감

축량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여 부족분을 상

쇄할 수 있다.

② 국내 온실가스 감축노력 확대

우리나라는 부속서Ⅰ에 포함되지 않은 비부속서 국가로서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

스 감축의무는 없으나, 국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감축이행을 

선도하기 위해 자발적인 감축노력을 이행해오고 있다. 2009년에는 “2020년의 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였

다. 또한 이러한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배출량을 

규제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국내 온실가

스 감축노력에 일조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을 이용한 감축사업의 이행을 활성화하고

자, 2010년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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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산림탄소상쇄제도

① 주요 경과

ㄱ.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규정 제정(2010.4)

ㄴ. 산림탄소상쇄센터 설립(2010.4)

ㄷ. 사업대상지 방문 및 현장토론회(2010.5,6)

ㄹ. 산림탄소상쇄제도 로고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2010.6)

ㅁ.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가이드라인 발간(2011.1)

ㅂ. 한국공항공사, 신세계(주) 시범사업 등록(2011.3)

ㅅ. 한국예탁결재원 시범사업 등록(2011. 3)

②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절차

③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해외 주요 탄소상쇄제도에서는 아래의 표 6-15와 같이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산림

조성, 산림경영, 산림보전, 목제품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을 고려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유형에 대해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사업에서는 현재 산림조

성사업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산림경영, 산림보전, 목제품, 바이오에너지 등 사업유

형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림 6-15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절차

김영환 외, 2011



산림부문 탄소배출권 거래 및 탄소상쇄 제도			I			327

④ 산림탄소상쇄제도 관련기구

ㄱ.   산림탄소상쇄센터 : 사업신청서 접수 및 등록,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증

서 등록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운영 업무를 수행.

ㄴ.   검증기관 : 신청된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고,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는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

ㄷ. 인증위원회 : 사업에 대한 최종 심사를 통해 인증발급여부를 결정. 

(4)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 현황

① 한국공항공사 시범사업 현황

ㄱ. 사업유형 : 산림조성사업 

ㄴ. 사업기간 : 2011년 3월 - 2041년 2월 (30년간)

ㄷ. 사업대상지 : 경기도 화성시 소재 국유림 6.8ha

ㄹ.   사업대상지 관리현황 : 민간 대부 국유림이었으나 대부자의 관리소홀로 2005

년 대부가 취소됨. 이후 관목류가 우점한 채 방치됨.

ㅁ. 사업내용 : 소나무(2.8ha), 자작나무(2ha), 왕벚나무(2ha) 조림

ㅂ. 이산화탄소 예상흡수량 : 1,650 CO2톤

구분 상쇄제도 산림조성 산림경영 산림보전 목제품 기타

자발적시장

VCS ○ ○ ○ ○ 식생복원	등

CFS ○ ○

Plan	Vivo ○ ○ ○ 경작지	관리

J-VER ○ ○

CCX ○ ○ ○ ○

규제적시장
CCAR ○ ○ ○

RGGI ○

표 6-15
해외 주요 

탄소상쇄제도의 

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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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세계 시범사업 현황

ㄱ. 사업유형 : 산림조성사업 

ㄴ. 사업기간 : 2011년 4월 - 2041년 3월 (30년간)

ㄷ. 사업대상지 : 경기도 연천군 소재 국유림 10ha

ㄹ.   사업대상지 관리현황 : 민간인 통제지역 내의 국유림으로, 불법개간으로 인해 

산림훼손이 이루어진 후 관목 및 덩굴류가 우점한 채 오랫동안 방치된 산지

ㅁ. 사업내용 : 소나무(3ha), 자작나무(7ha) 조림

ㅂ. 이산화탄소 예상흡수량 : 2,520 CO2톤

그림 6-16
한국공항공사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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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
신세계(주)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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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일반 시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

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

해서는 몇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알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립산림

과학원에서는 2006년부터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탄소나무계산기(CarbonTree 

Calculator)” 프로그램 시리즈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일상적인 생

활 속의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이를 다시 흡수하기 위해 심어야할 나무의 그루 

수를 동시에 제시하여 줌으로서, 이산화탄소 배출원 및 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중요성을 알

리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연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2.5톤(2009년 기준)으로 보고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1). 만약 평생 동

안 이와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한다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평생 약 1,000

여 그루의 소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만큼 심어야 지구에게 진 빚을 갚

는 셈이다.

‘교육용 탄소나무계산기’를 통해 각자의 가정에서 한 달간 사용한 각종 에너지 사용 비

용과 자동차 종류별 운행거리를 입력하면 한 달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 주며, 이와 같

은 속도로 배출을 할 경우 이를 흡수하기 위해 그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

지를 그래프로 나타내 준다. 이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 절약에 따른 배출 감축량

을 계산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감축하면 몇 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와 같다는 것을 보여줌

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습관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림	6-18,	6-19,	6-20]. 

홍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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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무계산기+1)는 일상적인 배출과 더불어 결혼, 돌잔치, 여행 등과 같이 일회성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이를 상쇄하기 위해 심어야 하는 나무의 그루 수를 알

려준다. 그리고 이용자가 나무 심기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안내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 폰 이용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탄소나무계산기+”를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폰 용 어플리케이션으

로 개발하였다. 어플리케이션 버전은 스마트폰의 위치기반 인식기능을 활용하여 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산정하여 알려주는 기

능을 추가되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최한 

‘웹어워드코리아 2010’에서 모바일 앱 서비스부문 공공/교육분야 대상을 수상하였다.

1) 산림청 홈페이지 http://carbon.forest.go.kr/tree_carbon_calculator/

그림 6-18 (좌)

탄소나무계산기

그림 6-19 (우)

교육용 

탄소나무계산기

그림 6-20
일상생활에서의 

CO2 배출량과 

이를 흡수하기 

위해 심어야 할 

나무 그루 수를 

계산해 주는 

탄소나무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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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아카데미를 통한 시민 교육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이 산림을 단지 탄소흡수원으로만 인

식하지는 않고 더 폭넓은 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2008년부터 “기후변화 아카데미”를 개최

하고 있다(총 6회 개최, 2012년 현재). “기후변화 아카데미”에서는 산림이라는 생태계를 

형성하여 살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곤충 등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저탄소 녹

색성장’ 시대에 있어서 산림과 목재의 중요성, 그리고 건강한 산림 유지와 지속적인 목재

의 이용을 위한 산림 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행사 개최

기후변화 대응 주간 행사

2008년부터는 매년 식목일을 맞아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산림 주간’으로 설정하

고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협력하여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실연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사진전, 기후변

화 대응 미래 산림전략 심포지엄 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6-21 (좌)

탄소나무계산기+

그림 6-22 (우)

탄소나무계산기+ 

어플리케이션

산림청 홈페이지 

http://carbon. 

forest.go.kr/

tree_carbon_ 

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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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세계산림총회(IUFRO World Congress) 개최

2010년에는 93개국 3천여 명이 참여한 “제23차 세계산림총회(IUFRO,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환경보전과 지속가

능한 발전의 균형을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산림분

야에 있어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산림과학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

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단기 국토녹화 성공 사례 등을 널리 소개하여 산림분야에 있

어 국가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그림 6-23
기후변화와 산림 

주간 행사

그림 6-24
제23차 

세계산림총회 

(IUF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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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기술서비스헌장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전 직원은 산림자원의 조성·이용과 환경이 조화된 임업기술을 개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고객인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산림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며 생명의 원천이라는 인식 하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

는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모든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나.   국민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잘못된 행정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할 경우 즉시 시정

함은 물론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우리의 실천노력에 대하여 고객에게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제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

며,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는 국립산림과학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말씀

모든 고객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 산림공무원은 고객여러분

께 고객만족과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선포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하오니 아

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불친절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알려주시고 반드시 성명·주소·연락처 등

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은 적극 알려주

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릉수목원과 산림과학관은 임업·임산업의 지식정보를 한자리에 전시한 대국민 교육의 장으

로서 관람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예약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학술목적인 단체관람은 평일에만 가능하며

- 관람예정 7일 전까지 예약하셔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까지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 일반관람은 예약 없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 신고 또는 연락주실 곳

○ 주  소 : 130-7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번지(청량리2동 207번지)

○ 팩  스 : (02)967-5101, 961-2525

○ 전  화 : 원   장   실 (02)961-2500

연구지원과장실 (02)961-2511

민   원   실 (02)961-2522~3

○ 인터넷 : http://www.kfri.go.kr

○   인터넷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질의응답, 민원신고센터에 의견을 보내주시면 신속하고 정중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기술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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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RI Flower : 연구의 꽃을 피운다는 의지를 상징하며, 불규칙해 보이지만 정교한 자연의 규칙성을
피보나치수열을 과학으로 해석하여 자연과 첨단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숲, 살리는 숲, 숲은 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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