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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림전용정보와 GIS 정보를 상호 이용하여 산림전용지의 공간특성 분석과 함께 탄소배출량 파악

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최근 9년간(2000년부터 2008년까지) 산림에서 비산림으로 전용된 면적은 약 649 ha로, 연간

약 72 ha의 산림전용이 발생하였다. 행정구역 단위별 면적대비 전용발생률을 보면, 원주시는 약 0.74%로, 강원도 전

용발생률보다는 0.34% 높게 나타났으나, 전국 전용발생률보다는 약 0.06%낮게 나타났다. 한편, 산림전용 목적별 형

태는 행정구역 단위와 상관없이 유사하게 발생하였으며, 주거지, 기타 토지, 농경지, 초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전용은 기존 주택 및 건물로부터의 접근성이 도로로부터의 접근성보다 근접한 곳에서 발생하였으며, 300 m 기

준으로는 약 1.2배정도 높게 발생하였다. 전체 산림전용발생의 70%는 0.5 ha미만의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91%는

1 ha미만의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산림전용에 따른 총 탄소배출량은 약 23,424 tC이며, 연평균 2,603 tC로 나타났다. ha

당 탄소배출량은 36.1 tC/ha로 나타났다. GIS에 의한 전용지의 공간특성을 파악함에 따라 Post-2012에 대비 온실가스

통계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서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the spatial pattern and the amount of carbon emission at the deforestation

area based on the administrative and GIS data. The total size of deforestation area in last nine years (2000-2008)

was about 649 ha, and it was occurred annually about 72 ha. The occurrence rate of deforestation per

administrative area in Wonju was about 0.74%. It was 0.34% higher than that of Kwangwondo, and 0.06% less

than that of National rate. On the other hand, the forms of deforestation by purpose were not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district unit. The number of deforestation forms was highest at settlements. second most frequent

form is other land. Grassland showed the lowest score. In addition, the deforestations were more occurred which

is closed to the existing housing and building rather than roads. The number of deforestation was 1.2 times

higher based on 300m. Seventy percent of deforestation was occurred which is less than 0.5 ha in size, and it

increased to 91% when the size is less than 1ha. The total size of theoretical carbon emission based on

deforestation area was estimated at 23,424 tc, and average annual carbon emission was estimated by 2,603 tc.

Carbon emission per ha was 36.1 tC/ha. This study results will be useful to construct the greenhouse gas

statistical verification system against the Post-2012 by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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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교토의정서의 3조 3항 및 3조 4항에서는 산림흡수원 관

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3조 3항은 1990년 이

후 실시된 신규조림(afforestation), 재조림(reforestation), 산

림전용(deforestation)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IPCC,

2001). 신규조림 및 재조림은 탄소흡수량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산림전용은 직접적이고 인위

적으로 산림을 산림이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

며 산림의 고유기능인 산림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이 줄어

들어, 이산화탄소 배출원 관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권순덕

등, 2005). 또한,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 2차 공약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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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세계 기후보호체제의 요소로 산림

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REDD)

이 논의가 되고 있다(김종호, 2009). 

전 세계적으로 산림전용으로 방출되는 온실가스량은 전

체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며 대부분 개

도국에서 도시개발 및 개벌에 의해 대규모의 면적이 다양

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전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흡수량 산출을 위해서는 산림전용의 지속적인 모니

터링과 정확한 량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한기주 등, 2010).

이런 시점에서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한 종합대

책을 발표하고, 산림청은 “탄소흡수원 확충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나 국제기준에 만족하는 구체적 대응방안이 부

족한 실정이다(김의경, 2007).

최근 연구동향을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

림바이오매스 탄소계수 산정에 관한 연구와 함께, 산림전

용 및 숲가꾸기정보에 관한 통계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수

준의 산림탄소흡수원 및 배출량 산출에 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나, 공간적인 산림흡수원 평가에 관한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손영모 등 2006a; b; 손영모 등

2007; 이정수 등, 2008).

한편, Post-2012체제에 의무부담을 받도록 국제사회의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준에 맞

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흡수/배출 통계를 보

고할 필요가 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우수실행지침에서는 국가별 온실가스 통계의

오차 및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산림, 농경지, 초

지 등이 포함된 토지의 이용형태별 면적 산출방법과 함께,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및 배출량을 추정

하기 위한 방법론을 각각 3가지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정

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통계자료에 기초한 토지

이용형태 간 면적변화를 살펴보는 접근방법 2를 기반으로

하는 수준 3의 국가 고유의 활동자료 및 수준 2의 국가 고

유의 배출계수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다가올

Post-2012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연계된 토지이용면적 변화량 산출

과 함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통계 구축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IPCC 우수실행지침에 따른 토지이용

형태별 면적 산출방법 중 GIS를 이용하여 토지이용면적

변화를 분석하는 접근방법 3의 수준 3을 적용하여 교토의

정서에서 인정하는 제 3조3항 중 산림전용지의 시간변화

에 따른 목적별 공간특성분석과 산림전용에 따른 탄소배

출량 산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사업으로 지속

적인 도시개발과 10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강원

도 원주시를 선정하였다. 총면적은 약 87천ha이며, 그중

약 71%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동경

127°54'~128°03', 북위 37°17'~37°24'에 위치하고 있다. 산

림 소유구분에 의하면, 국유림과 사유림은 각각 약 35%

와 65%로 구성되어 있어, 강원도의 국·사유림 비율보다

Figure 1.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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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 낮다. 또한, 임상분포는 침엽림 약 36%, 혼효림

약 36%, 활엽수림 약 24%,무림목지 4%로 구성되어 있으

며, I~IV영급이 16%, 21%, 28%, 22%로 고루 분포하고

있다(Figure 1)(산림청, 2009a). 한편, 통계연보에 의한 산

업구성을 보면, 1차산업 약 2%, 2차산업 35%, 3차산업

63%로 구성되어있다(원주시, 2009).

2. 사용자료

대상지 분석을 위해 행정정보와 FGIS 정보를 이용하였

다. 행정정보는 원주시청에서 제공받은 2000년에서 2008

년까지 9년간의 산림전용허가대장과 지적도를 사용하였

으며, 통계청의 통계연보(2009년)를 이용하였다. 또한, GIS

정보는 산림청으로부터 제공받은 1:25000 축척의 수치임

상도, 행정구역도, 도로망도, 임도망도와 국토지리정보원

에서 제공받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였다. 또한, ESRI사의

ArcGIS 10.1을 사용하여 산림전용지에 대한 공간패턴분

석과 산림전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산출하였다.

3. 연구방법

산림전용지의 공간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림전

용대장에 기재된 전용정보를 전산DB(database)화 하였다.

또한, GIS를 이용하여 전용지의 구적도를 스캔하여 기하

보정 후 지적도와 연계하여 9년간의 산림전용지의 위치

및 면적정보를 구축하였다. 둘째, 산림전용지에 대한 시간

적 공간적 패턴분석과 함께, 전용목적 형태에 따른 공간

적 특성을 분석하였다(Figure 2). 산림전용 형태는 전용목

적과 용도에 따라 IPCC기준의 5개 범주(농경지, 초지, 습

지, 주거지, 기타토지)로 구분하여 전용지의 공간적 특성

을 분석하였다(Table 1). 마지막으로, 제4차 임상도의 임

상 및 영급 정보와 산림청의 수종별 탄소배출계수를 이용

하여 산림전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산출하였으며(산림청,

2010), 산림전용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출은 식 (1)과 같다.

탄소배출량(t) = 산림전용면적1) 
× ha당간재적2) 

× 목재기본밀도(t/m3)3) 
× 바이오매스 확장계수4)

× (1+뿌리비율)5) 
× 탄소전환계수 (1)

1)산림면적(ha) : 수치임상도의 산림면적.

Figure 2. The framework of study.

Table 1. Item of deforestation by purpose.

Categories The purpose of deforestation

Corpland
Farmland, Herbal plantation site, Farm, Orchard,
agriculture road

Grassland Cemetery, Farm, Pasture

Wetland Reservoir

Settlements
Park, Factory, Buillding site, Water supply, Electrical
facilities, Gas station, Parking, Warehouse, School,
Amusement park, National road, local road

Other land
Other, Geological survey, Mine, Historical site, Drill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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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당 간재적(m3/ha) : ha당 임목의 축적(m3)(산림청,

2000). 

3)목재기본밀도(Baisc Wood Density, WD)(t/m3) : 목재

의 생재부피에 대한 전건중량 비율

4)바이오매스 확장계수(Biomass Expansion Factor,

BEF) : 임목전체의 재적에 대한 간재적의 비율. 즉,

간재적을 기준으로 임목 지상부의 재적을 추정하는 것.

5)뿌리비율(Root Ratio, R) : 임목 지상부 전체 대비 지

하부(뿌리)가 차지하는 비율.

ha당 간재적은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재적·중량표 및

임분수확표를 이용하여 수종별로 산출하였으며(산림청,

2009), 혼효림, 활엽수, 참나무는 신갈나무의 단재적을 이

용하였다. 수종별 단재적 선정을 위한 지위지수는 강원도

평균인 14를 이용하였다. 수종별 바이오매스 확장계수와

목재기본밀도(t/m3), 탄소전환계수는 ‘고토의정서 대응 산

림탄소계정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2010)’를 적용하

였다. 또한, 활엽수의 탄소배출계수는 신갈나무를 적용하

였으며, 혼효림은 침엽수와 활엽수의 탄소배출계수의 평

균값을 적용하였다(Table 2). 

결과 및 고찰

1. 산림전용지의 시계열변화에 따른 임상, 목적별 공간

분포 분석

1) 산림전용지 면적변화 분석

산림전용대장과 지적도와 일치하는 전용면적은 약 649 ha

로 원주시 면적 대비 약 0.74%를 차지하였다. 2010 임업통

계연보(산림청, 2010)에 의하면, 전국의 최근 7년(2002년-

2008년)간의 산림전용면적은 65,662 ha로 국토면적대비 약

0.8%로 나타났으며, 강원도의 최근 7년간(2002년-2008년)

의 산림전용면적은 약 7,160 ha로 강원도 면적대비 약 0.4%

가 전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지는 전국 전체전용면적의 1%

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강원도 전체전용면적의 약 8.1%

를 차지하였으며,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선정에 의한 도시

개발과 함께 인구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 산림전용발생율이

전국평균과 유사하며, 강원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또한, 연평균 산림전용은 약 72 ha 발생하였지만,

2008년도에 9년간의 전체 전용발생면적의 약 19%가 발생

하였으며, 주거지 및 기타토지와 경작지 조성을 위한 농지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3, Table 4). 

또한, 전체 산림전용발생의 70%는 0.5 ha미만의 지역에

서 발생하였으며, 91%는 1 ha미만의 지역에서 발생하였

다. 특히, 용도별 전용면적 중 주거지로의 전용은 약 76%

를 차지하였다. 한편, 용도별 전용면적 크기를 보면, 1ha

미만의 지역이 약 51%를 차지하였으며, 5 ha이상의 지역

도 약 20%를 차지하였다(Figure 3a, b).

전용목적별 분석결과, 주거지 조성을 위한 전용면적은 전

체면적의 약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Table 4). 전용형

태 분포는 주거지, 기타토지, 농경지, 초지, 습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순덕(2005) 및 강원도 임업통계(2010)에

의하면, 국가 및 강원도의 산림전용 형태는 기타토지, 주거

지, 농경지의 순으로 발생한다고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 및 강원도의

주거지로 전용된 면적비율은 약 54%와 약 47%로 보고된

반면, 원주시는 약 76%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지역특성에

따라 전용형태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9).

한편, 행정구역 전용지의 발생면적 분포를 보면, 면, 동, 읍

의 순으로 69%, 16%, 15%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전용형태

와 상관없이 대부분 면지역에서 발생하였다(Table 5). 

2) 산림전용지의 접근성 및 지형특성 분석

산림전용지의 공간적 특성을 보면, 도로에서 가까운 지

Table 2. Carbon emission factor.

Forest type
Basic wood 

density
(t/m3)

Biomass 
expansion 

factor

Root 
ratio

Carbon 
fracion

Pinus densiflora 0.40 1.47 0.26

0.5

Pinus koraiensis 0.41 1.85 0.32

 Larix kaempferi 0.45 1.32 0.25

Pinus rigida 0.51 1.39 0.36

Broadleaved forest 0.66 1.50 0.43

Mixed forest 0.49 1.44 0.30

Table 3. The distribution of deforestation by year. (Unit : ha)

Year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Total

Area 28.2 41.0 90.0 111.2 89.1 50.4 55.2 58.8 125.0 649.3

Ratio(%) 4.3 6.3 13.9 17.1 13.7 7.8 8.5 9.1 19.3 100

Table 4. The distribution of deforestation by purpose. (Unit : ha)

The purpose of 
deforestation 

Cropland Grassland Wetland Settlement Otherland Total

Area 46.8 5.2 4.0 492.8 100.5 649.3

Ratio(%) 7.2 0.8 0.6 75.9 15.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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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일수록 많이 발생하며, 특히 기존도로에서 300 m 이내

의 지역에서 약 67%가 전용되었으며, 500 m 이내에서는

약 81%가 전용되었다. 한편, 기존의 주택 및 건물로 부터

의 접근성을 보면, 300 m 이내에서 약 80%가 발생하였으

며, 500 m 이내에서는 약 91%가 발생하였다. 주거지로의

전용이 76%를 차지하기 때문에 도로로부터 접근성보다

는 기존의 개발된 지역과 관계가 밀접하게 나타났다(Figure

4, Figure 5). 

지형적 특성을 보면, 전체 산림전용의 약 94%는 경사

20°이하의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Figure 6), 표고는 100-

200 m의 구간에서 산림전용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대상지에서 주거지 조성을 위한 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

Figure 3. The distribution of size and frequency in deforestation (a: The frequency of deforestation; b: The scale of deforestation).

Table 5. The distribution of deforestation by district. (Unit : ha)

 Cropland  Grassland  Wetland  Settlements  Otherland Total

Dong 1.1 0.2 - 97.0 3.9 102.2

Myeon 43.4 4.2 4.0 307.9 89.5 449.1

Eup 2.3 0.8 - 87.9 7.1 98.0

Total 46.8 5.2 4.0 492.8 100.5 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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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이다(Figure 7). 

기존도로로부터 용도별 접근성을 보면, 주거지 조성을

위한 전용은 500 m 이내에 약 85%가 발생하였으며, 농경

지를 위한 기타토지는 500 m이내에서 59%가 발생하였다.

또한, 농경지의 전용지역은 200 m 이내의 지역에서 55%

가 발생하였다. 한편, 기존 주택과 건물 등으로부터 용도

별 접근성을 보면, 주거지의 경우, 500 m 이내에서 약

93%가 발생하였으며, 농경지를 위한 전용은 500 m이내에

Figure 4. The distribution of accessibility from road.

Figure 5. The distribution of accessibility from facilities.

Figure 6. The distribution of slope of deforestation by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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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64%가 발생하였으며, 도로로부터의 접근성에 의한 분

포특성과 유사하였다(Figure 8, Figure 9). 

2. 산림전용지의 탄소배출량 분석

산림전용에 따른 9년간(2000-2008)의 총 탄소배출량은

약 23,424 tC로 연평균 약 2,603 tC/y 발생하였다. 산림전

용지의 임상분포를 보면 침엽수림 57%, 혼효림 39%, 활

엽수림 5%의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침엽수림 중 소나무

림이 20%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잣나무림, 낙엽송림, 리

기다소나무림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특히, 전체전

용면적의 59%는 II영급과 III영급의 지역에서 발생하였으

며, 탄소배출량은 각각 9,736 tC, 11,584 tC으로 나타났다.

권순덕 등(2005)에 의하면, 임상별 임목바이오매스 탄소

배출량은 활엽수림지역보다 침엽수림지역에서 비교적 많

이 발생되었으나, 원주시의 임상별 탄소배출 형태는 침엽

수림과 혼효림이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

산림전용에 의한 탄소배출량은 2004년과 2005년에 전

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기간은 꾸준히 증가하여

연평균 약 585tC의 탄소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탄소배출량의 분포는 전용면적발생 분포와 동일한 형태

로 나타났다(Table 7). 한편, 주거지, 기타토지로의 전용에

의한 탄소배출량은 전체발생의 87%를 차지하였다. 주거

Figure 7. The distribution of elevation of deforestation by purpose.

Figure 8. The distribution of deforestation type from the roa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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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distribution map of deforestation by years (2000-2008).

Figure 9. The distribution of deforestation type from the facilities.



474 韓國林學會誌 제100권 제3호 (2011)

지로의 전용에 의한 탄소배출량은 16,062 tc로 전체발생의

6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8). 

결 론

본 연구는 교토의정서의 제2차공약기간 및 REDD등 기

후변화관련 국제적인 동향에 대비하여, IPCC 우수실행지

침에 따른 토지이용형태별 면적산출방법 중 접근방법3을

이용한 산림전용지의 시계열적·공간패턴 분석 및 산림

전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산출하였다(Figure 10). 산림전

용의 연도별 발생면적은 약 72 ha로 나타났으며, 강원도

의 연도별 발생면적의 약 7%를 차지하였다(강원도, 2010).

또한, 행정구역 단위별 전체면적대비 전용발생률을 보면,

원주시는 약 0.74%로, 강원도 전용발생률보다는 0.34% 높

게 나타났으나(강원도, 2010), 전국발생률보다는 약 0.06%

낮게 나타났다(산림청, 2010). 한편, 산림전용 목적별 형

태는 행정구역 단위와 상관없이 유사하게 발생하였으며,

주거지 >기타토지 >농경지 >초지 >습지의 순으로 전용

되었다. 또한, 산림전용은 기존 주택 및 건물로부터의 접

근성이 도로로부터의 접근성보다 근접한 곳에서 발생하

였으며, 300 m 기준으로는 약 1.2배정도 높게 발생하였다.

산림전용에 따른 총 탄소배출량은 약 23,424 tC이며, 연평

균 2,603 tC로 나타났다. ha당 탄소배출량은 36.1 tC/ha으

로 나타났으며, 권순덕 등(2005)에 의하면 산림기본통계

자료(2000년부터 2004년까지)를 이용하여 추정한 우리나

라의 산림전용에 의한 탄소배출량은 약 14.4 tC/ha로 보고

되었으며, 이와 비교하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림전용정보와 GIS정보를 이용하여 전용지

의 위치 및 면적정보의 공간DB를 구축함에 따라, 산림전

용지의 공간적·형태별 특성 및 타용도 전환에 따른 탄소

배출량의 파악이 가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Pos-t2012

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산림부분의 온

실가스통계검증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산림흡수원관

련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GIS정보를 활용하여 산림전용지의 위치 및

면적 분석을 통하여 공간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GIS와

위성영상정보를 연계하여 전용지를 파악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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