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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림탄소계정을 고려한 국유림 장기경영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 시나

리오에 따른 CBM-CFS3 모델을 적용한 산림탄소축적량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목재생산 수준에 따라 기존 경영계획

의 연간 벌채면적(120 ha) 유지(시나리오1), 매분기별 30% 증가(시나리오 2), 현 수준의 3배 증가(시나리오3), 5배 증

가(시나리오4) 등의 4가지 경영시나리오를 구성하였고, 100년의 계획기간동안 총 탄소축적량, 탄소저장고별 축적량,

수확된 목제품 탄소량, 영급구조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벌채수준을 유지하는 시나리오1의 경우 목

제품을 포함한 총 탄소축적량이 433.1 tC/ha로 가장 높았으나 계획기간 말 임분구조가 노령림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반면 시나리오4의 경우 계획기간 말 노령림 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총 탄소축적량이 385.5 tC/ha으로 크

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벌채면적을 매분기 30% 증가시키는 시나리오2와 현 수준의 3배로 증가시키는 시나리

오3의 경우, 영급분포가 I~VIII영급에 고르게 분포하고 총 탄소축적량도 각각 411.7 tC/ha, 410.5 tC/ha으로 초기의 산

림탄소축적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탄소계정을 고려한 경영계획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Forest carbon stock changes in a national forest were assessed by CBM-CFS3 model with different

management scenarios to support decision making for a long term forest planning. Management scenarios were

composed with 4 different levels of timber harvesting - current harvesting level (scenario1), 30% increment in each

period (scenario2), 3 times increment (scenario3), and 5 times increment (scenario4). For each scenarios, changes in

total carbon stocks, carbon stocks of each carbon pools, carbon stocks of harvested wood products (HWP) and age

class structure were estimated over 100-year planning horizon. The estimated total carbon stock including HWP at

the end of final period (100 years) was 433.1 tC/ha under scenario 1, but the age class structure has skewed right

to the upper classes, which is not desirable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Under the scenario 4, however, the

total carbon stock decrease to 385.5 tC/ha and the area of old growth forest show a significant decline. The

estimated total carbon stock under scenario 2 and 3 were 411.7 tC/ha and 410.5 tC/ha respectively, and it was able

to maintain the initial level of the forest carbon stocks during the planning horizon. Also the age class structures

under the scenario 2 and 3 were evenly distributed from class 1 to class 8. Overall, scenario 2 and 3 were the most

acceptable forest management options, in terms of carbon stock changes and age class structure.

Key words : CBM-CFS3, carbon budget model, forest management Planning, carbon stock, timber production

서 론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다

양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과 범 지

구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1992

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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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하

여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 국가와 비속서 국가로 구분하

여 차별화된 의무를 부가하고 있다(산림청, 2009). 우리

나라는 1993년에 47번째로 UNFCCC에 가입하였으며,

1997년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개도국의 지위가 인정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대

한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1997

년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하

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산림

활동을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산림경영으로 정의

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배출권을 인정받기 위한 산림경

영 정의는 교토의정서 우수실행지침(IPCC GPG: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ood Practice

Guidance)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는 아직까지 목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s)의

탄소계정이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들어 제2차 공약

기간을 대비하여 목제품에 포함된 탄소를 계정하는 방법

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

계 8위이며 온실가스배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Post2012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

다(조흥식, 2008).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Post2012 대비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IPCC와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계정 체

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림경영활동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을 예측·분석할 수 있는 국내 탄소계정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제적으로 공

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탄소계정모델 중의 하나인 CBM-

CFS3(The Operational Scale Carbon Budget Model of the

Canadian Forest Sector)를 이용한 국내 적용성 검토 연구를

2010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 모델은 캐나다 전체 산림생

태계 내의 모든 탄소동태를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

델이며(Kurz and Apps, 1996), 임분 및 경관지역 단위에서

분석이 가능하다(Kurz et al., 1996; Price et al., 1997). 또

한 산불 및 병해충 등의 자연적 교란과 간벌 및 주벌 등의

인위적 교란을 고려한 산림탄소 축적 및 변화량에 대한 평

가가 가능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전략, 산림경영활동 평

가 등 정책분석 지원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CBM-CFS3를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을

위한 핵심 모델로 활용하고 있으며(Kurz and Apps, 2006),

Russian Federal Forest Agency에서 전 세계 산림면적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산림탄소 인벤토리를 평가

및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서 CBM-CFS3를 활용하는 등, 모

델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국립산림과학원, 2010).

이 연구의 목적은 향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림의 온실가스 감

축기여 정도를 탄소계정의 추정을 통해 평가하고, 수종

갱신 또는 영급구조 조정 등 산림경영활동을 통해 산림

탄소흡수원을 증대시키는 경영대안을 찾는 것이다. 또한

산림탄소흡수원 증대를 경영목표로 하는 산림경영계획

의 수립 시, 산림정책 입안자와 산림경영자들에게 필요

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연구대상지는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창촌

Figure 1. The study site : Changchon district in the Gangwo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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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획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상 강원도 홍

천군 내면에 위치하고 있다(Figure 1). 

창촌경영계획구는 224개 임반, 743개 소반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도로 등의 잡종 재산을 제외한 전체 면적은

33,733 ha이다. 창촌경영계획구는 국유림 최초로 2006년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인증을 취득해 국

제적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현장 이행하고

있다. 창촌경영계획구는 Table 1과 같이 목재생산이 가능

한 영급이 전체 면적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본격

적인 목재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한편 장령림으로 편

중된 임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

으나 현재 영림계획상의 목재생산계획으로는 안정적인

목재수급과 영급구조의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형

태의 벌채 및 조림면적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2. CBM-CFS3 모델

CBM-CFS3 모델은 다양한 탄소 풀 간의 탄소역학을

근거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 모델은 Figure 2와 같

이 바이오매스 탄소저장고를 침엽수와 활엽수 각각에 대

해 수관, 가지, 수간, 세근, 주근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사

유기물(DOM: Dead Organic Matter) 탄소저장고의 경우

는 구성물질과 분해속도에 따라 분류하여 탄소 동태를 추

적할 수 있어 IPCC 우수실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5

개의 탄소저장고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Kurz et al.,

2009).

CBM-CFS3 모델의 적용을 위해서는 산림조사 자료와

생장 및 수확표 그리고 경영활동 자료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수치임상도의 속성자료를 활용하여 창

촌경영계획구의 산림DB를 구축하였다. 생장 및 수확표

는 산림청(2009)의 임분수확표를 적용하였으며, 수종을

강원지방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활엽수,

혼효림으로 분류하여 지위지수 상·중·하에 따른 수확

표를 적용하였다. 경영활동 관련 자료는 홍천국유림관리

소 현장관련 전문가팀의 협조를 받아 과거의 산림경영 사

업실적 및 현재 국유림경영계획(2009~2018) 자료를 활용

해 DB를 구축하였다.

3. 경영시나리오 구성

경영시나리오는 현재 국유림경영계획의 목재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량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Table 2와 같

이 4개의 대안으로 구성하였다. 계획기간은 장기적인 관

점에서 탄소수지 및 영급구조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100년으로 설정하였고 분기연수는 10년으로 10분기를 가

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산불 및 병해충에 따른 피해는 없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1은 현재 편성된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라 목

재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연간 120 ha의 산림을 벌

채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2는 국내 목재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유림 의 목재생산량을 확대하는 산림청 정책에

따라 향후 50년 동안 매 분기마다 1.3배씩 목재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3은 국립산림

과학원(20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보다 약 3~3.5배

까지 벌채면적을 확대하면 연간 약 7백만~8백만m3까지

목재생산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고 예측되었다. 따라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목재생산계획 대비 3배 증가

Table 1. Age class distributions of the study site.

Age class Total I II III IV V VI VII

Area(ha) 33,733 70 237 592 4,585 11,695 12,219 4,335

% 100.0 0.2 0.7 1.7 13.6 34.7 36.2 12.9

Figure 2. The carbon pool structure of the CBM-CFS3, SW :
softwood, HW : hardwood, AG : above ground, BG : below

ground (Kull et al. 2007).

Table 2. Forest management scenarios with different harvesting levels.

Scenarios Harvesting levels Fires & pests Planing horizon

1  Current level (120 ha/yr) No exist 100 yr

2 1.3 times increment for every decades until 5 perios (120 to 343 ha/yr) No exist 100 yr

3 3 times increment from the current level (360 ha/yr) No exist 100 yr

4 5 times increment from the current level (600ha/yr) No exist 100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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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연간 360 ha를 벌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나리

오 4는 법정영급 유도를 위해 시나리오 3에서 2배정도 증

가시켜 연간 600 ha를 벌채하는 경우로 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영급구조의 변화 

CBM-CFS3모델을 이용한 분석결과, 계획기간 말 창촌

경영계획구의 영급구조는 Figure 3과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임분발달 단계에 따라 II영급 이하를 유령림,

III영급~VI영급은 장령림, 그리고 VII영급 이상을 노령림

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시나리오 1은 현재 경영계획의 목

재생산량을 유지하는 경우로서 계획기간 말 영급분포가

IX, X영급으로 편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VII영급 이상의 전체 노령림 면적이 약 30,000 ha 이상 차

지해 전체면적의 89%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노령림의 증가는 우리나라 임목생장 패턴을 고려해

볼 때, 부후로 인한 고사목 증대와 산림병해충에 따른 피

해목 발생 등으로 산림건전성이 취약해지는 영급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시나리오 2와 3은 계획기간 말 I~VIII영급 이하

의 영급면적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시나리오 2에서

IX, X영급을 제외한 영급 평균면적 분포는 약 3,200 ha

정도이었고, 시나리오 3은 약 3,700 ha으로 유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4는 대부분 I~VI영급까지 분포

하는 영급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시나리오 2와

3과 비교하여 영급구조가 하향조정 되었는데, 이것은 벌

채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2.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축적량

목제품 탄소흡수량은 식 (1)에서와 같이 이용재적과 전

건비중, 바이이오매스 확장계수를 이용하여 목제품의 바

이오매스를 산출하고 CCX의 목제품 탄소전환계수 0.304

를 적용하여 탄소흡수량을 산출하였다. 목재 전건비중 및

바이오매스 확장계수는 CBM-CFS3 모델에서 기본값을

적용하였으며, 이용재적 산출시 국내 목재 이용률은 50%

로 가정하였다. 

(1)

● U
HWP

: 목제품 탄소흡수량(MtCO2e)

● VOL
HWP

 : 이용재적(m3)

● WD: 전건비중, BEF: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 LLWP: CCX 목제품 탄소전환계수(0.304)

시나리오별 계획기간 동안에 수확되어지는 목제품의

탄소축적량은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시나리오 1은

계획기간 말인 100년 후에 15.26 tC/ha, 시나리오 2는

36.20 tC/ha, 시나리오 3은 41.61 tC/ha, 시나리오 4는

63.15 tC/ha의 탄소가 목제품에 저장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시나리오 1의 계획기간 말 목제품 탄소축적량이 15.26

tC/ha인데, 시나리오 2에서는 5분기에 이미 16.76 tC/ha

로 넘어섰으며, 시나리오 3은 4분기에 시나리오 4은 3분

기에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목제품 탄소축적량만을 고

려할 때 벌채량이 증가할수록 목제품 저장고의 축적량을

증대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U
HWP

VOL
HWP

WD× BEF× LLWP 3.67××=

Figure 3. Changes in the age class distribution by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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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저장고별 변화량

CBM-CFS3모델을 이용하여 계획기간 동안 입목바이

오매스, 고사목, 낙엽, 토양, 목제품의 탄소축적량 변화를

추정한 결과는 Figure 4와 같다. 탄소저장고 별 탄소축적

량은 전체적으로 입목바이오매스, 낙엽, 토양과 목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계획기간 동안의 입목바이오매스 탄소축적량을 살펴보

면, 시나리오 1은 30년까지 탄소축적량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다가 그 이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는 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40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60년부터는 일정하게 유

지되었다. 시나리오 3은 초기 10년까지는 증가했다가 이

후 80년까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시나리오 4는 초기 10년까지 증가

하다가 이후 60년까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시

나리오 4는 상대적으로 입목바이오매스의 축적량의 급격

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고사목, 낙엽 및 토양은 전체 시나리오에 대해서 유사

한 수준의 탄소축적 변화량을 보이고 있어서 본 연구에

서는 목재생산 수준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목제품 탄소축적량의 경우에는 시나리오

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시나리오 1은 계획기간 동안 목

제품의 탄소축적량이 고사목 탄소축적량을 넘지 못하고

있으나, 시나리오 2는 90년 이후부터 고사목 탄소축적량

을 넘었고, 시나리오 3은 80년 이후부터, 시나리오 4는

50년 이후부터 목제품 탄소축적량이 고사목 탄소축적량

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4의 경우 80년

이후에는 토양 탄소축적량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총 탄소축적량

일반적으로 벌채가 시행되면, 벌채로 인해 손실되는 탄

소축적량은 벌채 시점에서 즉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

이 간주하여 왔으며,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목

Table 3. Accumulated carbon stock of harvested wood products for each period.                                                                          (unit: tC/ha)

Scenarios

Planing horizon

Period1
(2011-20)

Period2
(2021-30)

Period3
(2031-40)

Period4
(2041-50)

Period5
(2051-60)

Period6
(2061-70)

Period7
(2071-80)

Period8
(2081-90)

Period9
(2091-2100)

Period10
(2101-2110)

1 0.87 2.72 4.70 6.81 8.91 10.08  11.53 12.89 14.13 15.26

2 0.87 3.35 6.78 10.68 16.76 21.74 26.4 0 29.52 33.09 36.20

3 0.87 6.66 12.36 18.46 23.78 28.61 31.87 35.16 38.40 41.61

4 0.87 9.98 19.62 28.44 37.48 46.33 51.13 55.43 59.59 63.15

Figure 4. Changes of forest carbon stocks by carbon pools and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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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저장되는 탄소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하

지만 벌채된 목제품은 이용수명 동안 탄소배출을 지연시

키는 효과가 있으며, 일부 목제품의 경우에는 그 수명이

매우 길어서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따

라서 향후 국가 산림탄소 계정에서도 목제품이 포함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획기간 말의 전

체 탄소축적량을 목제품을 고려했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

을 때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Table 4와 같이, 시나리오별 총 탄소축적량은 목제품의

고려와 관계없이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

나리오 4 순으로 나타났다. 즉 목재생산량의 증대로 인해

산림탄소 축적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목제품 탄소량을 고려할 경우 시나리오 4를 제외하

면 산림탄소 축적량이 시나리오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따라서 시나리오 2, 3의 경우 목재생산량을 증대하

면서도 산림탄소 축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홍천군 창촌경영계획구의 국유

림을 대상으로 목재생산수준별 경영시나리오에 따른 탄

소수지 및 영급구조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영시나리오는 기존 국유림경영계획 상의 벌채수준을

기준으로 벌채수준에 따라 4가지의 시나리오로 구성하였

다. 시간에 따른 입목생장과 경영활동에 따른 탄소수지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캐나다 산림탄소계정 모델인

CBM-CFS3 모델을 적용하였다. 

각 경영 시나리오에 따른 탄소축적 변화량을 분석한 결

과 기존 벌채수준(120 ha/yr)을 유지하는 시나리오 1의 경

우 총 탄소축적량은 가장 높았으나 계획기간 말 임분이

노령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임분의 노령화는 산림 생

산성 감소, 병해충 증가 등 잠재적 탄소손실 가능성이 높

아지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수지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목재생산면적을 지금보다 5배

증대(600 ha/yr)하는 시나리오 4는 총 탄소저장량이 급격

히 감소하고 계획기간 말 노령림 면적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반면 시나리오 2(매년 30% 증대)와 3

은 계획분기 말 영급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목제품 탄소저장고를 고려할 경우, 초

기의 산림탄소축적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산림탄소량을 고려한 경영계획 수립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산림탄소경영을

위한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적정 목재생산수준을 판

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활동에 따른 산림탄소 수지를 예측

하기 위하여 CBM-CFS3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은 캐나다의 산림생태계를 기반으로 개발된 모델이

므로 보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수종별 부후율, 분해

속도, 토양 생산성 및 각 탄소 저장고 별 초기값 결정과

관련한 파라미터들이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

다. 또한 경영시나리오에서 자연교란(산불 및 병해충) 등

에 따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탄소저장량

의 과대추정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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