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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GIS를 이용하여 산림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공급 및 수요의 잠재량을 파악하고, 잠재지도 제작

을 목적으로 하였다. 산림이 많고, 지리적으로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강원도 영동 지방 4개 시군(고성군, 양양군, 강

릉시, 삼척시)을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수치 임상도의 임상과 영급정보, 통계연보의 가구수 정보를 GIS 자료

형태로 전환한 후 산림 바이오에너지의 잠재된 공급량과 수요량을 파악하였다. 숲가꾸기사업 계획을 기초로 가구수

를 고려한 수요대비 잠재적 공급가능량은 약 3,144 Tcal로써, 시군단위에 상관없이 초과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강원도의 평균 수집률인 10%를 고려하면, 시의 경우 6%, 군은 15% 공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

집률 변화에 따른 공급가능성을 비교한 결과, 60% 이상인 경우, 초과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발생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purposed to construct supply and demand potential map of forest bioenergy with a GIS-

based decision support system. The target areas of this study were a part of the forests in Yongdong region,

Gangwondo, and most types of forests were pinus densiflora, pinus koreaiansis, and Oak. Data about forest

type, age classes, the number of households, regional silviculture planning was stored in GIS to define the

potential areas for supplying potential bioenergy from the forests, and to assess biomass available for a

household. Theoretical potential biomass energy based on silviculture plan was estimated in average 3,144 Tcal,

and this quantity will be enough to supply the quantity of demand of households in that area. However, if it

assumed that average collecting rates of Kangwon province were 10%, the available quantity of biomass will

be between 6% and 15% of demand. If the collecting rates were 60%, the supply of biomass could exceed the

quantity of demand in certain cities.

Key words : GIS, bioenergy, potential map

서 론

선진국들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자 많은 연구

및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중 미이용목재 활용성 또한 강

조되고 있다(산림청, 2008). 미국의 경우, 목질계를 이용

하여 지속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과 함께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공급 및 수요 잠재

량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EU 환경블록 6

개국(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에서는 2030년까지 목질계 바이오연료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매스 액션플

랜’을 진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는 간벌목 등의 미이용 바

이오매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일본형 바이오 연

료생산 확대 정책 및 바이오매스의 지속적·효율적인 활

용을 위한 ‘바이오매스 타운’도 추진 중에 있다(노상양,

2008; 박기환, 2006; Marcia Patton-Mallory, 2008; Omar

Masera 등, 2006). 

한편, 우리나라는 신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서 “저탄

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자 다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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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 중이며, 산림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연구와 국

가정책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환경부, 2008).

숲가꾸기에 의해 나오는 산물의 효율적인 이용은 새롭

게 도래한 고유가시대의 화석연료 대체 및 기후변화협약

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억제의 효능까지 있어 중요시

되고 있으며, 농·산촌지역을 대상으로 탄소순환마을 조

성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에 대한 관

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손영모, 2007a; 심종섭 등, 2006).

그러나 국내 숲가꾸기 사업에 의한 산물수집량은 약 11%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손영모, 2007c), 숲가꾸기 후 잔

재 산물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국내 연구동향을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추정을 위한 계

수 추정, 행정정보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자원량 평가, 바

이오매스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환경부, 2008; 손영모, 2007a; 손영모, 2007b). 기

존 연구는 행정정보 자료만을 이용하여 매크로적인 자원

량 분석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공간적 분포특성 및

수요와 공급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체 에너지원으로써 이용 가능한 산

림 바이오에너지의 잠재량 추정을 목표로, FGIS정보와 국

내의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산림바이오에너지의

공급 및 수요 잠재량을 공간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

으로 한 잠재지도(Potential Map) 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대상지 및 사용정보

연구 대상지는 강원도 영동지역의 4개 시·군 지역(고

성, 양양, 강릉, 삼척)을 선정하였다. 

각 시군의 산림면적은 고성 44,707 ha, 양양 53,528 ha,

강릉 83,883 ha, 삼척 104,277 ha이며, 2008년도의 산림면

적 대비 숲가꾸기 사업량은, 고성군의 경우 5.9%(2,634 ha),

양양군 7.4%(3,987 ha), 강릉시 5.5%(4,580 ha), 삼척시

7.0%(7,248 ha)를 실시하였다. 

고성군의 임상과 영급구성은 활엽수림이 약 51%, IV영

급이 약 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양

은 활엽수림 50%, V영급 33%, 강릉은 침엽수림 45%,

IV·V영급이 25%, 삼척은 혼효림 36%, III영급이 32%로

분포하고 있다(강원도, 2007).

지리정보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4차 임상도(1:25,000)

와 행정 구역도(1:25,000)를 이용하였으며, 행정정보는 각

시군의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2008년)의 숲가꾸기 사

업량,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2005년) 통계정보를 이

용하였다. GIS 공간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ESRI사의

ArcGIS 9.3을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통계자료인 인

구주택 총조사(통계청, 2005)와 전체가구 수(시군 통계연

보, 2007, 2008)를 바탕으로 읍·면·동 전체 단독주택수

를 GIS 자료로 구축하였다. 전체 단독주택수의 수요에너

지양을 산출하기 위하여, 강원대와 귀뚜라미 보일러, 화천

군에서 공동개발한 보일러의 시간당 소모량 10 kg(황

진성, 2008)을 적용하였다. 3개월 동안 한 가구에서 하루

8시간 보일러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소비되는 에너

지양은 25,200 Mcal이며, 행정구역별 바이오에너지의 소

비량을 예측하였다. 둘째, 제4차 임상도의 임상정보와 영

급정보를 이용하여 대상지 전체의 잠재적 바이오에너지

양을 산출하였다. 바이오에너지량 계산방법은 식(1)과 같다.

바이오에너지량(Mcal)=산림면적(ha)1)

× ha당간재적(m3/ha)2) ×확장계수3)

×용적밀도(t/)4) × 수종별 발열량(Kcal/kg)5)(1)

1) 산림면적(ha) : FGIS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된 임상면적

2) ha당간재적(m3/ha) : ha당 임목의 축적(m3)을 나타내

며, 산출 방법은 입지인자에 의한 지위지수와 임령에 의

해 산출(산림과임업기술, 2000).

3) 확장계수 :임목전체의 재적에 대한 간재적의 비를 확

장계수라 한다. 즉, 간재적을 기준으로 전체의 재적을 추

정하는 것.

4) 용적밀도(t/m3) :재적에 대한 건중량의 비를 의미한

다. 즉, 1의 체적을 가진 나무가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가

를 표시하는 것.

Table 1. Stem-volume by species (m/ha)

 Forest type
 Age class

 Pinus densiflora Oak. Mixed forest pinus koreaiansis Larix kaempferi Pinus rigida Abies holophylla

I 11 16 20 44 51 15

II 86 59 113 140 158 37

III 182 106 207 229 287 95

IV 261 149 293 299 408 170

V 318 185 366 348 493 270

VI 336 216 379 374 513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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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종별 발열량(Kcal/kg) : 완전건조된 목재의 발열량

을 의미한다. 즉, 1 kg의 완전 건조된 나무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지 표시한 것(손영모, 2007), 본 연구

에서는 수종별 발열량의 평균치인 4,500 Kcal/kg을 적용.

ha당 간재적을 구하기 위해 표 1을 이용하여 간재적량

(산림과임업기술, 2000) 을 산출하였다. 확장계수와 용적

밀도(t/m3)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지의 산림바이

오매스량을 산출하였다. 확장계수는 침엽수 1.7, 활엽수

1.8을 이용하였으며, 용적밀도(t/m3)는 침엽수, 활엽수 평

균치 0.45를 이용하였다. 바이오매스량을 바이오에너지양

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수종별 함수율에 따른 발열량을 적

용하였다(손영모, 2007). 셋째, 두번째 단계에서의 바이오

에너지량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공급 가능한 주택 수를

산출하였다. 국외 기존연구(Omar Masera 등, 2006)를 참

고하여 대상지의 공급과 수요분석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포텐셜맵을 구축하였다. 넷째, 각 시군의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고성군, 2008; 양양군, 2008; 강릉시, 2008; 삼척

시, 2008)의 솎아베기 및 천연림 보육의 시업정보를 이용

하여.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바이오에너지의 공급량을

파악하였다. 솎아베기 및 천연림 보육은 II, III, IV영급 지

역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며(지속 가능한 산

림경영 표준매뉴얼, 2005), 10년간 시행되는 사업계획량

을 통해서 현실적인 공급가능 바이오에너지를 분석하고,

시군별 산림 바이오에너지의 이용 가능한 주택수를 산출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율의 변화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의 이용 가능 주택 수의 변화량을 분석하였다(그림 1).

결과 및 고찰

1. 가구 수의 파악 및 수요 바이오에너지 잠재량 파악 

전체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릉시 교1동(10,383

가구)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지역은 삼척시 신기면(368

가구)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가구 수에 대해 단독주

택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삼척시 가곡면

(107%)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릉시 성덕동

(13%)과 송정동(13%)으로 나타났다. 한 가구의 단독주택

에서 3개월간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양을 산출함으로써

지역 간 필요량을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강릉시 주문진

읍(115,618 Gcal)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릉시 송정동

(8,593 Gcal)과 삼척시 신기면(8,593 Gcal)에서 나타났다

(표 2, 그림 2).

2. 공급 바이오에너지 잠재량 및 읍면동별 공급 가능 주

택 수 분석

1) 공급 바이오에너지 잠재량

임상정보를 통한 읍면동별 바이오에너지양의 공급이 많

은 지역은 양양군 서면(13,103,010 Gcal), 강릉시 왕산면

(12,418,784 Gcal), 연곡면(10,781,764 Gcal)의 순으로 나

Figure 1. The framework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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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공급이 적은 지역은 강릉시 송정동(18,676 Gcal),

삼척시 정라동(30,319 Gcal), 강릉시 교2동(32,702 Gcal)의

순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 그러나 실제 사용될 수 있는

II, III, IV영급의 바이오에너지의 공급잠재량이 많은 지역

은 삼척시 원덕읍(6,800,038 Gcal), 고성군 간성읍

(6,690,67 4Gcal), 강릉시 연곡면(6,503,349 Gcal)의 순으

로 나타났고, 공급이 적은 지역은 강릉시 성덕동(6,993

Gcal), 강릉시 교1동(7,414 Gcal), 교2동(9,645Gcal) 순으로

Table 2. Quantity of potential demand for household by district

City Town
Total number of 

household
The number of private 

house
Rate(%)

Quantity of potential 
demand (1,000Gcal)

Gang neung

Gangnam- dong 8,010 2,968 37 75

Gangdong-myeon 2,491 1,815 73 46

Gyengpo-dong 2,178 1,038 48 26

Gyo1-dong 10,383 1,934 19 49

Gyo2-dong 3,921 1,086 28 27

Gujeong-myeon 1,596 1,312 82 33

Naegok-dong 4,083 842 21 21

 Sacheon-myeon 1,849 1,408 76 35

Seongdeok-dong 9,978 1,284 13 32

Seongsan-myeon 1,339 1,098 82 28

Songjeong-dong 2,577 341 13 9

Yeongok-myeon 2,758 1,422 52 36

Okgye-myeon 1,967 1,575 80 40

Okcheon-dong 2,270 802 35 20

Wangsan-myeon 833 834 100 21

Jumunjin-eup 8,991 4,588 51 116

Jungang-dong 3,169 1,229 39 31

Chodang-dong 2,151 346 16 9

 Ponam1-dong 5,026 1,001 20 25

Ponam2-dong 6,664 1,092 16 28

Hongje-dong 3,138 1,399 45 35

Yang yang

Ganghyeon-myeon 1,921 1,353 70 34

Seo-myeon 1,445 1,107 77 28

Sonyang-myeon 1,076 875 81 22

Yangyang-eup 4,596 1,777 39 45

Hyeonnam-myeon 1,632 1,420 87 36

Hyeonbuk-myeon 1,234 954 77 24

Go seong

Ganseong-eup 2,966 1,419 48 36

Geojin-eup 3,490 2,685 77 68

Hyeonnae-myeon 1,380 1,262 91 32

Jugwang- myeon 1,763 1,446 82 36

Toseong-myeon 3,194 2,266 71 57

Sam cheok

Gagok-myeon 394 421 107 11

Gyo-dong 3,121 765 25 19

Geundeok-myeon 2,790 2,492 89 63

Namyang-dong 4,141 1,377 33 35

Nogok-myeon 419 415 99 10

Dogye-eup 4,959 2,663 54 67

Miro-myeon 901 889 99 22

Seongnae-dong 3,393 1,189 35 30

Singi-myeon 368 341 93 9

Wondeok-eup 2,542 2,258 89 57

Jeongna-dong 5,008 1,398 28 35

Hajang-myeon 645 597 93 15

Total  138,750 60,783 1,533



GIS를 기반으로 한 산림바이오에너지의 공급 및 수요 잠재지도 작성 315

나타났다(표 3). 또한, 국내 기준(손영모, 2007)의 확장계

수(침엽수: 1.29, 1.28, 활엽수: 1.22, 1.41)와 용적밀도

(침엽수: 0.47, 활엽수:0.8)를 적용하면 IPCC기준에 의한

잠재양보다 많은 247,196,725 Gcal의 에너지 잠재량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전체 공급 바이오에너지양과 II, III,

IV영급의 바이오에너지양을 비교하면, I, II영급의 어린

나무나 V, VI영급의 벌기령에 들어가는 임분이 많은 것

으로 보아 앞으로 산림 바이오에너지양은 증가할 것으

로 생각된다. 

2) 공급 바이오에너지량을 통한 읍면동별 공급 가능

주택 수

전체 공급 바이오에너지를 통한 공급 가능 주택수가 많

은 지역은 양양군 서면(519,691가구)이 가장 높으며, 강릉

시 왕산면(492,809가구), 연곡면(427,848가구)의 순으로 분

석되었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 중 솎아베기 사업이 가능

한 II, III, IV영급을 대상으로 한 경우, 공급가능 주택수는

삼척시 원덕읍(269,843가구), 하장면(266,379가구), 고성

군 간성읍(265,503가구) 순으로 나타났다(표 3).

3.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공급잠재량 및 공급가능주택수

파악

시군별 경제림의 10년간의 숲가꾸기사업 계획(강릉,

2008; 고성, 2008; 삼척, 2008; 양양, 2008)을 기반으로 한

공급 가능 바이오에너지양은 평균 3,155천Gcal 이며, 고

성, 강릉, 삼척, 양양 순으로 나타났다. 수집률을 강원도

평균인 10%로 가정한다면, 단독주택 가구수 대비 공급 가

능한 에너지양은 고성 18%, 양양의 11%, 강릉 5%, 삼척

7%로 분석되었다(표 4). 또한, 고성군의 경우, 60%의 수

집률을 적용하였을 때, 6% 초과 공급량이 발생함으로, 이

를 다른 시군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

다(그림 4). 

전체 잠재적 바이오에너지량과 II, III, IV영급의 잠

재적 바이오에너지양은 삼척, 강릉, 양양, 고성의 순으

로 나타났으나, 경제림의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통하여

산출되는 이용 가능한 바이오에너지량은 강릉, 고성, 삼

척, 양양의 순으로 나타냈다. 경제림은 사유림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별 사유림 면적이

크고 적음에 따라 산출되는 바이오에너지양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 또한, 숲가꾸기 사

업 내에서 솎아베기 사업만을 시행하였을 경우, 천연림

보육과 겸한 사업보다 산출되는 에너지양은 현저히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림 바이오에너지공

급의 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솎아베기와 천연림

보육 사업을 동시에 활성화 시키는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Figure 2. The distribution map for the quantity of potential demand with the number of private house.

Figure 3. The distribution map for the quantity of supplying potential bioenergy with the forest typ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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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FGIS정보, 가구 수, 목재보일러 발열량, 숲가

꾸기 사업계획 정보를 이용하여 산림바이오에너지량의 잠

재된 공급량과 수요량을 파악하였다.

FGIS 및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산림이 가진 잠재적 바

이오에너지양뿐만 아니라, 경제림의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10년간 공급받을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량을 추

정함으로써, 시군별 바이오에너지의 이용 가능성 및 자급

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숲가꾸기사업 계획을 기초로 가

Table 3. Quantity of potential bioenergy and the number of available house with bioenergy 

City Town

Total forest Forest in age-class(,,)

Total quantity of 
potential supply

(1,000Gcal)

the number of 
available private 

house

Quantity of 
potential supply 

(1,000Gcal)

the number of 
available private 

house

Go seong

Ganseong-eup 9,337 370,531 6,690 265,503

Geojin-eup 4,141 164,327 2,848 113,022

Jugwang- myeon 346 13,725 342 13,597

Toseong-myeon 3,557 141,132 2,881 114,341

Hyeonnae-myeon 2,514 99,779 1,553 61,660

Gang neung

Gangnam- dong 402 15,934 101 4,014

Gangdong-myeon 4,110 163,076 2,539 100,791

Gyengpo-dong 992 39,357 727 28,878

Gyo1-dong 107 4,266 7 294

Gyo2-dong 33 1,298 9 383

Gujeong-myeon 1,649 65,453 785 31,188

Naegok-dong 135 5,356 55 2,193

Sacheon-myeon 2,908 115,388 2,403 95,378

Seongdeok-dong 138 5,492 7 278

Seongsan-myeon 4,113 163,232 1,462 58,015

Songjeong-dong 19 741 19 741

Yeongok-myeon 10,782 427,848 6,503 258,069

Okgye-myeon 5,181 205,581 4,675 185,533

Wangsan-myeon 12,419 492,809 3,985 158,155

Jumunjin-eup 2,144 85,089 2,114 83,900

Chodang- dong 37 1,470 27 1,061

Ponam2-dong 67 2,644 67 2,644

Hongje-dong 133 5,297 21 851

Yang yang

Ganghyeon-myeon 2,035 80,762 1,288 51,129

Seo-myeon 13,103 519,961 6,527 259,043

Sonyang-myeon 1,621 64,331 1,601 63,550

Yangyang-eup 933 37,024 903 35,836

Hyeonnam-myeon 2,351 93,301 2,136 84,770

Hyeonbuk-myeon 7,393 293,371 5,825 231,188

Sam cheok 

Gagok-myeon 8,206 325,660 5,180 205,583

Gyo-dong 254 10,079 253 10,056

Geundeok-myeon 5,311 210,747 5,091 202,018

Namyang-dong 543 21,542 519 20,617

Nogok-myeon 6,089 241,644 5,832 231,432

Dogye-eup 6,935 275,208 5,820 230,973

Miro-myeon 4,012 159,231 3,541 140,506

Seongnae-dong 1,029 40,839 951 37,752

Singi-myeon 2,011 79,827 1,908 75,706

Wondeok-eup 7,344 291,454 6,800 269,843

Jeongna-dong 30 1,203 30 1,203

Hajang-myeon 9,572 379,856 6,713 266,379

Total  144,036 5,715,865 100,738 3,99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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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를 고려한 수요대비 잠재적 공급가능량은 군단위의

경우, 초과공급이 가능한 반면, 시단위의 경우 약 60%의

공급률을 나타내었다. 

강원도의 평균 수집률인 10%를 고려한 시군별 바이오

에너지의 공급가능한 단독주택 비율은 시의 경우 약 6%,

군은 약 15% 공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률 변화

에 따른 공급가능성을 비교한 결과, 수집율을 30%로 가

정할 경우, 시는 약18%, 군은 약43%의 공급율을 나타내

었다. 또한, 수집율을 60% 이상으로 가정할 경우, 초과공

급이 가능한 지역이 발생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접근성, 한계수집율동을 고려하여 시군별 에너지

자립률을 정량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잉여 에

너지자원에 대한 시군 간 또는 읍면동 간의 이용방법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산림청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

S210707L010130)’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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