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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벌에 따른 국내 산림의 직경 생장량과 탄소 저장량(임목, 고사목, 낙엽층, 토양)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결과들을 메타 분석한 것이다. 메타 분석 결과 간벌에 의하여 직경 생장량과 토양 탄소 저장량은 각각

39.2% 및 12.8% 증가하였고 임목 탄소 저장량은 30.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사목과 낙엽층 탄소 저

장량은 간벌에 따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직경 생장량과 임목 탄소 저장량은 간벌 강도 및 회복 시간(간벌 후

시간의 경과)과 상관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낙엽층 탄소 저장량은 회복 시간과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고사목과 토양

탄소 저장량은 간벌 강도 및 회복 시간과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간벌 강도와 회복 시간에 따른 직경 생장

량과 임목 탄소 저장량의 회귀식을 개발하였다. 고사목, 낙엽층 그리고 토양 탄소 저장량은 간벌 강도와 회복 시간과

의 상관 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변화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임목 탄소 저장

량 회귀식과 산림 탄소 모델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간벌에 의한 산림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 수종 확대, 장기 모니터링 및 측정 주기 단축, 그리고 하층 식생 조사 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With results from previous Korean studies on forest thinning, we conducted a meta-analysis on the effect

of thinning on diameter at breast height (DBH) growth and carbon (C) stocks (tree, litter layer, coarse woody debris

(CWD), and soils) in Korean forests. Thinning increased the DBH growth and the C stocks in soils by 39.2% and

12.8%, respectively, while it decreased the C stocks in tree by 30.9%. In contrast, thinning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C stocks in litter layer and CWD. The DBH growth and the C stocks in tree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inning intensity and recovery time. The C stocks in litter layer correlated with recovery time while those in

CWD and soils did not show significant correlation neither with thinning intensity nor with recovery time.

Regression models of the DBH growth and the C stocks in tree were developed to quantify the effect of thinning

intensity and recovery time. An integration of the regression model of the tree C stock into forest carbon models is

expected to be essential to quantify the effect of thinning on the C stocks in litter layer, CWD, and soils. We also

suggested expansion of study species, long-term and frequent monitoring, and investigation on understory vegetation

in order to elucidate changes in Korean forests following thinning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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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림은 임목, 고사목, 낙엽층, 토양에 많은 탄소를 포함

하고 있으며 전지구적으로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다(Dixon

et al., 1994; IPCC, 2003; Pan et al., 2011). 이에 따라

산림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IPCC, 2003; UNFCCC,

1997). 특히 간벌(솎아베기)은 인위적 관리를 통하여 산림

의 지속가능성을 영위하게 하는 경영활동 중 하나로서, 일

부 임목을 벌채하여 임목간 광선, 수분, 양분 등에 대한 경

쟁을 완화하여 임목의 생육 조건을 개선하고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지속시킨다(Nishizono, 2010; Nylan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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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점차 간벌을 통한 산림 관리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수십 년 전 국내 산림은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을 거치며 황폐화되었으나, 전국적 조림사업을 통

하여 복구된 이후 주요 탄소 흡수원이 되었다(Lee et al.,

2014; Li et al., 2010). 그러나 미래에는 산림이 장령화됨

에 따라 탄소 흡수율이 낮아지고 재해에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Lee et al., 2015; Minnich et al., 2000; Shin et

al., 2013). 한편 간벌은 장령화된 임분의 생장을 지속시키

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므로(Nyland, 2002)

국내 산림 간벌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03; 2008; 2012). 

간벌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특히 산림 관

리 방안을 수립하거나 산림 탄소 인벤토리를 구축함에 있

어 중요하다. 간벌 후 잔존 개체목의 직경 생장량이 증가

하여 상업성이 높은 대경목 생산을 용이하게 하고 최종

수확 전 중간 수익을 창출하나(Lu and Gong, 2005;

Nyland, 2002), 간벌 직후 임분의 일부가 벌채됨에 따라 산

림 탄소 저장량이 감소한다. 즉 간벌에 의한 목재 생산과

산림 탄소 저장량 간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David et al.,

2015). 따라서 최적의 산림 관리를 위하여 간벌에 따른 직

경 생장량과 탄소 저장량의 변화를 이해하여야 한다.

메타 분석은 간벌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방법

중 하나이며, 전세계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산림

경영에 따른 산림 변화를 분석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Johnson and Curtis, 2001; Nave et al., 2010; Zhou et

al., 2013). 이러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 산림경영에 따른 산

림의 변화를 분석한 바 있으나, 수종, 기후, 토양, 시업 방

법에 따라 산림의 상태가 크게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간벌에 따른 국내 산림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 분석을 통하여 국내 산

림에서 간벌에 따른 직경 생장량과 탄소 저장량 변화 경

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간벌에 따

른 산림 변화 연구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간벌에 의한 산림 탄소 동태 변화를 메타 분석하기 위

하여 총 14건의 국내 간벌 연구 결과들을 수집하였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현지조사 기반 연구 결과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간벌 강도 및 간벌 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관측값들을 추출하였다. 간벌 관련 연구 대상 수종은 대

부분 잣나무이며, 특히 직경 생장량과 임목 탄소 저장량

관측값 가운데 75% 내외가 잣나무림을 대상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분석 항목은 직경 생장량과 탄소 저장량(임목,

낙엽층, 고사목, 토양)으로 구분하였고, 임목 탄소 저장량

에는 재적 및 지상부 임목 탄소 저장량 관측값들을 포함

시켜 분석하였다. 관련된 국내 연구 사례가 부족하여 관

측값들을 수종 및 임상에 따라 구분하지는 않았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 간벌 강도는 보통 흉고단면적 및 임목 본

수 등을 기준으로 30%에서 40% 수준으로 적용되었으며,

분석 항목별 회복 시기는 직경 생장량은 간벌 후 10년 내

외, 탄소 저장량은 간벌 후 3년에서 5년 이내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때 회복 시간은 간벌 후 경과된 시간(년)을 의

미한다. 또한 분석 항목별 관측값은 최소 14개(고사목 탄

소 저장량)에서 최대 26개(직경 생장량)로 나타났다.

간벌에 따른 간벌구와 대조구의 직경 생장량 및 탄소 저

장량(고사목, 낙엽층, 토양)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

측값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분산 분석을 수행

하였다. 임목 탄소 저장량은 연구 사례별로 제시한 결과

의 형태가 재적, 수간부 생체량, 지상부 생체량 등으로 다

르므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지 않았다. 한편 메타 분

Table 1. The mean values for thinning intensity (TI) and recovery time (RT) in the previous studies.

Indicators
TI (%)

(Mean ± SE)
RT (yr)

(Mean ± SE)
N Age class References

DBH growtha, b, d 34.4 ± 16.4 10.3 ± 3.4 26 III-V Bae et al. (2010)
Choi et al. (2014)
Hwang and Son (2006)
Hwang et al. (2008)
Jung et al. (2007)
Kang et al. (2014)
Kim et al. (2009)
Kim et al. (2015)
Ko et al. (2014)
Lee et al. (2010)
Lim et al. (2012)
Park et al. (2013b)
Yang et al. (2011a)
Yang et al. (2011b)

Tree carbona, b 39.2 ± 16.3 4.5 ± 4.8 24 II-IV

CWD carbonb-d 30.9 ± 16.5 4.1 ± 4.6 14 III-VI

Litter layer carbonb-d 32.1 ± 17.3 3.1 ± 4.1 20 III-VI

Soil carbonb-e 33.8 ± 17.3 3.0 ± 3.9 22 III-VI

aPinus koraiensis, bPinus densiflora, cLarix kaempferi, dQuercus spp., ePinus rig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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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측값들의 표준화

가 필요하므로 Johnson and Curtis(2001)에서 제시한 방법

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Effect size)를 표준화하여 통계 분

석을 수행하였다(식 1).

RR (Response ratio; %) = THIN
t
 / CON

t
 × 100 (1)

이때 THIN
t
와 CON

t
는 각각 간벌 시업 후 t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한 간벌구와 대조구의 직경 생장량 및 탄소

저장량이다. RR이 100% 미만일 때 간벌에 의하여 해당되

는 임분 특성이 감소하고, RR이 100% 이상일 때 간벌에

의하여 해당되는 임분 특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RR이

100%보다 초과 및 미달될 경우, 임분 특성은 초과 및 미

달된 증분만큼 각각 증가 및 감소하게 된다. 분석 항목별

RR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추정하였으며, RR이 100%와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수행하였

다. 한편 간벌 강도와 간벌 후 회복 시간에 따른 직경 생

장량 및 임목, 낙엽층, 고사목, 토양 탄소 저장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간벌에 따

른 산림의 변화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간벌 강도 및 회복

시간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분석 항목(직경 생

장량, 탄소 저장량)에 대하여 간벌 강도과 회복 시간에 의

한 RR의 회귀식을 추정하였다(식 2).

RR (%) = 100 + a × TI (%) + b × RT (yr) (2)

이때 TI는 간벌 강도(Thinning intensity), RT는 회복 시

간(Recovery time), a와 b는 상수이다. 간벌 강도와 회복

시간이 0일 경우 RR은 100%가 되어야 하므로 RR의 절

편을 100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든 통계

분석에 SAS 9.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SAS Institute

Inc., USA). 보다 일반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통계적 유의성은 P = 0.10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간벌에 따른 직경 생장량 및 탄소 저장량 비교

분산 분석 결과 간벌에 따라 직경 생장량은 증가하나 탄

소 저장량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직

경 생장량(mm·yr−1)은 대조구와 간벌구에서 각각 3.46 ±

1.84와 4.85±2.13로 간벌구에서 더 높았다(P < 0.05). 그러

나 고사목, 낙엽층, 토양 탄소 저장량(Mg·C·ha−1)은 대

조구에서 1.77±1.63, 7.39±1.85, 71.09±50.00, 간벌구에서

6.63±9.75, 6.81±1.81, 66.89±47.26 등으로 나타났으며, 간

벌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10).한편 고사목, 낙

엽층, 토양 탄소 저장량은 공간적 변이가 매우 크기 때문

에(KFRI, 2011) 간벌에 따른 이들의 변화가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변이를 보정하기 위

하여 기존 해외 메타 분석에서는 관측값들을 표준화하여

산림경영에 따른 산림의 변화 경향을 도출하였다(Johnson

and Curtis, 2001; Nave et al., 2010; Zhou et al., 2013).

Zhou et al.(2013)은 간벌에 따라 직경 생장량 증가 및 지

상부 임목 탄소 저장량 감소를 보고하였고, Nave et

al.(2010)은 벌채에 따라 낙엽층과 토양 탄소 저장량 감소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Johnson and Curtis(2001)은 벌채 후

잔재물 존치 시 토양 탄소 저장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

다. 이들 메타 분석들은 전세계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간벌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도출하였다. 따

라서 간벌에 따른 직경 생장량과 탄소 저장량의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구명하기 위해서는 RR 등 관측값들을 표

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간벌 강도 및 회복 시간에 따른 직경 생장량 및 탄소

저장량 변화

분석 항목들의 관측값들을 표준화하여 분석한 결과, 간

벌이 직경 생장량과 탄소 저장량에 미치는 영향은 관측

항목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Figure 2, Figure 3). 직경

생장량의 RR은 평균 139.2±65.7%로 추정되었으며, 간벌

에 의한 직경 생장량의 증가 경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1). 특히 직경 생장량의 RR은 회복 시간과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r = -0.35, P = 0.08), 간벌 강도와는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r = 0.39, P = 0.05). 이는 직경 생장량

이 간벌 강도가 증가할수록, 간벌 후 시간의 경과가 적을

수록 증가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Bae et al.,

2010; Choi et al., 2014; Zhou et al., 2013). 임목의 일부

가 벌채되어 임분 밀도가 감소되면 광, 양분, 수분 유효도

가 증가하여 직경 생장량이 증가하게 된다(Bae et al.,

2010; Son et al., 2004a; Son et al., 2004b). 반면 간벌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간벌구의 임목 밀도가 대조구의

Figure 1. The mean value of diameter at breast height (DBH)

growth and carbon (C) stocks in coarse woody debris
(CWD), litter layer (LT), and soils. The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y thinning practices (P < 0.05). The

vertical bars indicate the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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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 밀도와 유사해지며, 간벌에 의한 개체목 직경 생장

량 증가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Choi et al., 2014; Hwang

et al., 2008).

임목 탄소 저장량의 RR은 69.1±16.1%로 추정되었으며,

간벌에 의하여 임목 탄소 저장량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P < 0.001). 특히 임목 탄소 저장량의 RR

은 간벌 강도와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r = -0.86, P <

0.001), 회복 시간과는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r = 0.40,

P = 0.05). 일반적으로 간벌 직후 임목 탄소 저장량은 간벌

강도에 비례하여 감소하나, 직경 생장량 촉진에 의하여 임

목 탄소 저장량이 빠르게 회복된다. 따라서 간벌은 단기

적으로 임목 탄소 저장량을 크게 감소시키지만 장기적으

로 임목의 탄소 흡수 기능을 유지시킨다고 할 수 있다

(Zhou et al., 2013).

한편 낙엽층 탄소 저장량의 RR은 97.9±20.0%으로 추정

되었으며, 간벌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10).

낙엽층 탄소 저장량의 RR은 회복 시간과 음의 상관 관계

를 보였으나(r = -0.46, P < 0.05), 간벌 강도와는 상관 관계

를 보이지 않았다(P = 0.91). 따라서 간벌 후 낙엽층 탄소

저장량의 RR은 회복 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간벌

강도는 낙엽층 탄소 저장량에 대하여 일관된 영향을 미치

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산림 간벌 시

가지와 잎 등 벌채 부산물이 임분 내에 유입되나, 중장기

적으로 임목으로부터 고사유기물 유입량이 감소하여 시

간의 경과에 따라 낙엽층 탄소 저장량이 감소할 수 있다

(Jandl et al., 2007). 특히 Lee et al.(2010)은 간벌 후 12

년이 경과한 다음 낙엽층 탄소 저장량이 간벌구가 대조구

에 비하여 15-22% 정도 적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간벌 강

Figure 2. The mean response ratios (RRs) and their coefficients

of variation (CVs) in the RRs for diameter at breast height

(DBH) growth and carbon (C) stocks in biomass, coarse
woody debris (CWD), litter layer (LT), and soils. The

asterisk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inning

practices (*: P < 0.05, **: P < 0.01).

Figure 3. The changes in response ratios of DBH growth and biomass C stocks to thinning intensity (a) and recovery time (b),

and those of C stocks in CWD, LT, and soils to thinning intensity (c) and recovery time (d). The DBH, CWD, and LT are
abbreviations of diameter at breast height, coarse woody debris, and L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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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강할수록 벌채 부산물 유입량이 증가하나 임목으로

부터의 유기물 유입이 감소하므로 간벌 강도에 따른 낙엽

층 탄소 저장량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Kim et al., 2009).

고사목 탄소 저장량의 RR은 1000.2±2045.9%로 추정되

었으나 간벌에 따른 고사목 탄소 저장량의 증가 경향은

유의하지 않았다(P > 0.10). 또한 고사목 탄소 저장량의 RR

은 간벌 강도와 회복 시간과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P > 0.10). 단기적으로 간벌 강도에 비례하여 고사목이 발

생량이 증가하나 중장기적으로 임목간 경쟁 완화에 따른

고사목 유입량이 감소한다(Choi et al., 2014; Duvall and

Grigal, 1999). 이러한 음의 상관 관계에 의하여 간벌 강도

및 회복 시간과 고사목 탄소 저장량 변화 간 상관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사목은 다

른 고사유기물 탄소 저장고들에 비하여 잔재물 처리 방법

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Hytönen and Moilanen,

2014; Rittenhouse et al., 2012), 간벌 시 발생한 고사목

존치 유무 및 수확 방법에 따라 고사목 탄소 저장량이 변

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연구 대상지에

서는 고사목을 존치하여 고사목 탄소 저장량이 증가한 것

으로 판단되나, 대부분의 국내 연구 사례에서 이와 관련

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있지 않아 추가 분석이 어려

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시업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양 탄소 저장량의 RR은 112.8±20.9%로 추정되었으

며, 간벌에 의한 탄소 저장량 증가 경향이 유의하게 나타

났다(P < 0.01). 그러나 간벌 강도 및 회복 시간과는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P > 0.10). 간벌 시 중장비를 이용하

면 토양 층위가 교란되어 토양 탄소 배출이 증가하나

(Concilio et al., 2006), 국내 산림 간벌 시 접근성의 한계

로 인하여 대부분의 작업은 인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간벌 과정에서 교란에 의한 토양 탄소 손실이 최소화된다.

또한 간벌 직후 발생한 고사유기물은 낙엽층과 고사목 등

의 형태로 유입된 후 분해되어 토양 유기 탄소로 전환된

다. 그러나 이러한 토양 탄소 저장량 증가 현상은 수 년

이상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토양 탄소 저장량과

회복 시간 간 상관 관계가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Kim et

al., 2009; Kim et al., 2015; Yang et al., 2011b). 한편

토양 탄소 저장량은 잔재물 처리 방법에 따른 고사유기물

유입량 변화에 영향을 받으므로(Hytönen and Moilanen,

2014; Nave et al., 2010) 간벌 강도와 토양 탄소 저장량

변화 간 상관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된다.

3. 간벌에 따른 직경 생장량 및 임목 탄소 저장량 변화의

회귀식 개발

간벌 강도 및 회복 시간과 상관 관계를 보인 직경 생장

량과 임목 탄소 저장량의 RR을 바탕으로 회귀식을 도출

하였다. 직경 생장량의 RR은 간벌 강도가 1% 증가할 때

1.74% 증가하고, 회복 시간이 1년 증가할 때 5.17% 감소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Figure 4a). 그러나 도출된 회귀

식의 설명력은 약 21%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임목의

직경 생장량이 간벌 강도 및 회복 시간 외에 수종 및 임상,

시업 방법 등에 따라 변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Korea

Forest Service, 2013; Zhou et al., 2013). 실제로 Zhou

et al.(2013)에서 간벌 강도 및 회복 시간 외에 임황, 기후,

시업 방법 등을 변수로 고려할 때 회귀식의 설명력이 두

배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국내 연구 자료 축적 후 이들 요

인을 회귀식에 추가함으로써 회귀식의 신뢰도를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목 탄소 저장량의 RR은 간벌 강도가 1% 증가할 때

0.88% 감소하고, 회복 시간이 1년 증가할 때 0.93%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b). 또한 도출된 임목 탄소

저장량의 회귀식은 직경 생장량에 대한 회귀식에 비하여

Figure 4. The response ratios (RRs) of average diameter growth (a) and carbon stocks in tree to thinning intensity (TI) and

recovery time (RT) (b) (Bae et al., 2010; Choi et al., 2014; Hwang et al., 2008; Jung et al., 2007; Kang et al., 2014; Kim et al.,
2009; Lee et al., 2010; Lim et al., 2012; Park et al.,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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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설명력(83%)을 보였는데, 이는 임목 탄소 저장량이

직경 생장량에 비하여 간벌 강도 및 회복 시간 이외 요인

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Zhou et al.,

2013). 따라서 추정된 임목 탄소 저장량에 대한 회귀식은

국내 산림시업에 따른 임목 탄소 저장량의 베이스라인 산

정 등에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간벌 시업 후 최대 12년까지만 임목

탄소 저장량 변화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보다 장기 모니터

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목 탄소 저장량의 변화 경향

을 파악한다면 개발된 회귀식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고사목, 낙엽층, 토양 탄소 저장량의 RR은 간벌 강도와

회복 시간과 상관 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간벌

에 따른 이들 탄소 저장고들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 분석 외에 다른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낙

엽층, 고사목, 토양 탄소 저장량은 총량에 비하여 연간 변

화량이 작고 토양 특성에 따른 변이가 크다(Mohren et al.,

2012; Rantakari et al., 2012). 따라서 임목의 변화를 바탕

으로 고사유기물과 토양 탄소 저장량 변화를 모의할 수

있는 산림 탄소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CBM-CFS3, KFSC, Yasso 등의 산림 탄소 모

델에서는 임목의 생장곡선 및 고사유기물 유입량을 입력

하면 연간 고사유기물 탄소 동태를 모의할 수 있다(Kurz

et al., 2009; Liski et al., 2005; Park et al., 2013a; Yi

et al., 2013).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임목 탄소 저장량에 대

한 회귀식과 산림 탄소 모델을 연계하여 간벌에 따른 국

내 산림 탄소 저장량 변화를 정량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4. 연구 제언

국내 선행 연구 검토 결과 간벌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 수종 확대, 장

기 모니터링 연구 및 측정 주기 단축, 하층 식생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간벌에 의한 직경 생장량과

탄소 저장량 변화 연구는 대부분 잣나무 등 침엽수를 대

상으로 수행한 반면 활엽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특

히 간벌에 따른 활엽수림의 직경 생장량과 임목 탄소 저

장량 변화 연구는 거의 보고된 바 없다. 활엽수림도 국내

산림을 구성하는 주요 임상이고(KFRI, 2011)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산림의 천이가 예상된다(Choi et al., 2012). 따

라서 간벌에 따른 활엽수림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장기 모니터링 및 측정 주기 단축도 필요하다. 대

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간벌 후 5년 이내에 수행되었으며

측정 주기가 3년 이상이었다. 그런데 직경 생장량 및 임목

탄소 저장량의 연간 변화는 연륜 측정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으나, 고사목, 낙엽층, 토양 탄소 저장량 등은 주기적

으로 변화를 실측하여야 한다. 또한 간벌 후 고사유기물

유입 및 분해량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변화 지속

시간의 변이가 크기 때문에 위의 탄소 저장고들과 간벌

강도 및 회복 시간 간 상관 관계를 분석하기 어렵다(Cheng

et al., 2012; López et al., 2003; Nobles et al., 2009; Selig

et al., 2008; Sullivan et al., 2008). 따라서 짧은 주기로

반복하여 측정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고사유기물

탄소 동태를 보다 명확하게 구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간벌 후 하층 식생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간벌에 의한 하층 식생의 증가가 임목 탄소 저장

량 감소를 상쇄할 수준으로 높지는 않으나, 하층식생은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생물량이 증가한다(Harrington and

Edwards, 1999; Gilliam, 2007; Son et al., 2004a; Sullivan

et al., 2008). 특히 침엽수림 간벌 시 활엽수가 하층식생

으로 출현하므로 천이를 촉진시킬 수 있다(Kang et al.,

2014; Son et al., 2004a). 그러나 간벌에 따른 하층 식

생의 변화를 연구한 국내 연구 사례는 Son et al.(2004a)

이 거의 유일하다. 따라서 간벌 후 하층 식생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산림시업에 따른 수종의 천이와 탄

소 저장량 변화를 종합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결 론

국내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메타 분석한 결과, 간

벌에 의하여 직경 생장량과 토양 탄소 저장량은 증가하

고, 임목 탄소 저장량은 감소하며, 고사목과 낙엽층 탄

소 저장량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경 생

장량과 임목 탄소 저장량은 간벌 강도 및 회복 시간과

상관 관계를 보인 반면 낙엽층, 고사목, 토양 탄소 저장

량 등은 위의 두 요인과 상관 관계를 거의 보이지 않았

다. 또한 간벌에 따른 직경 생장량과 임목 탄소 저장량

의 변화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회귀식을 도출하였으며,

간벌에 따른 산림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구명하기 위한

연구 방법들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산림 시업에

따른 탄소 베이스라인 산정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

고 향후 국내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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