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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vulnerability of forest ecosystem to climate
change in South Korea using socio-environmental indicators and the results of two vegetation models
named as Hydrological and Thermal Analogy Group(HyTAG), and MAPSS-Century 1(MC1). The
changing frequency and direction of biome types estimated by HyTAG model was used for quantifying
sensitivity and adaptive capacity of forest distribution. Similarly, the variation and changing tendency of
net primary production and soil carbon storage estimated by MC1 model was used for quantifying
sensitivity and adaptive capacity of forest function. As socio-environmental indicators, many statistical
data such as financial autonomy rate and the number of forestry officer was prepared. All indicators
were standardized, and then calculated using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equation. The period of
vulnerability assessment was divided into the past(1971-2000) and the future(2021-2050). To
understand what policy has a priority to climate change, distribution maps of each indicators was
depicted and the vulnerability results were compared among administrative districts. Evident
differences could be found in entire study area. These differences were mostly derived from regional-
specific adaptive capacity. The result and methodology of this study would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decision-making supporting system and policy making in forest management with
respect to climate change.

Key Words : Vulnerability Assessment, Forest Ecosystem, Climate Change, Spatio-Temp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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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생태계 분포 모델인 HyTAG모델(Hydrological and Thermal Ana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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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변화는 육상 및 해양 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향을미치고있다. 이러한 향은현재의기후에순응

하고 있는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산림생태계는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로 생각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접한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

는현재존재하는산림의수종분포에변화를일으킬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과실의 생산이나 임목 생산 등에

향을미칠수있다(Arris and Eagleson, 1989; Pastor

and Post, 1988; Dale et al., 2001). 최종적으로 산림

생태계의 변화는 생태계 전체에 교란을 일으키고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인간에게도 악 향을 줄 수 있다

(Doi, 2011). 따라서 기후변화가 현재 산림 생태계에 미

치는 향에 대한 평가는 향후 악 향을 최소화하고 이

에적응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다는측면에서매우중

요하다(IPCC, 2007a; Olmos, 2001). 그에따라국내외

에서는 산림에 대한 기후변화 향과 취약성에 관한 연

구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Ogden and Innes (2009)는

민감도지수를선정하여기후변화 향을평가하고시나

리오별로미래기후변화에대한적응정책을수립하는연

구를 진행하 고, 캐나다에서는 산림의 기후변화 취약

성 평가를 실시하여 산림관리 측면에서의 적응능력 강

화를위한연구를수행하 다(Johnston and Williamson,

2007). 이러한 취약성 평가 결과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유용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우리나라는최근기후변

화협약에 대응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 생태계의 피

해를 줄이고 적응력을 높이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성 평가 연구를 통해 산림경 자와 정책관

계자에의 정보제공은 산림 부문의 국가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강화할것으로기대된다.

국내에서는한반도식생모델인HyTAG모델(Hydrological

and Thermal Analogy Group)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따른산림분포취약성을평가하 다(이상철

외, 2011). 유가 외(2008)는 취약성 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지역별취약성분포를파악한바있는데, 크게

민감도, 적응능력, 기후노출의 3개의 항목으로 분류하

여 민감도는 기반시설, 생태계, 농업, 보건의 세부항목

으로구분하 고, 적응능력은경제력, 거버넌스, 교육으

로분류하 다.

기존의 모델 결과만 사용한 연구는 미래 산림생태계

예측의 정확성을 높 으나, 사회·환경적 지표에 대한

고려가부족하여정책적활용에한계를지니고있다. 통

계자료를취약성지표로사용한연구의경우, 지표를외

국 문헌에서 그대로 인용하 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림

생태계에 적합한 구성요소를 포괄하지 못하여 취약성

정확도에 한계를 보 다. 그러므로 모델 구동과 사회·

환경 지표를 통합하여 취약성 평가의 정확성과 정책적

활용성을제고할수있는연구의필요성이요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 산림생태계에 대한 기후변

화 향 및 평가를 위해, HyTAG와 MC1모델을 이용하

여 산림 분포와 산림 기능을 정량·정성적인 수치로 평

가하고, 산림생태계와 연관성이 있는 사회·환경적 지

표를 추가하여 산림생태계의 취약성을 평가하 다. 국

가기후변화정책의우선순위를판단하기위해, 지표별

공간 분포 지도를 작성하고, 행정구역간의 산림 취약성

결과를비교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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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과 기능 모델인 MC1 모델(MAPSS-CENTURY 1) 그리고 사회·환경적 지표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가 한반도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HyTAG의 식생유형분포 변화 빈도와 방향으로부

터산림식생의민감성과적응성을정량화하 다. 또한MC1으로부터추정되는순일차생산량및토양탄소저

장량의 변이 및 경향으로부터 산림기능의 민감성과 적응성을 정량화하 다. 사회ㆍ환경적 지표로는 재정자

주도또는산림관련공무원수등과같은통계자료를포함하 다. 모든지표들을정규화하고취약성평가식

에 적용하여 취약성 결과를 도출하 다. 취약성 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현재(1971-2000)와 미래(2021-

2050)로 구분하 다. 국가 기후변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지표 별 공간 분포 지도를 작성하고

행정구역간의취약성을비교한결과, 지역별로취약성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취약성차이

는적응능력에따라가장크게좌우되는것으로판단되었다. 본연구의취약성평가방법및결과는산림경

적측면에서의사결정시스템개발과기후변화에대한적응정책수립의판단자료로활용될것이다.



2.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는 북위 33°9’부터 38°72’, 동

경 124°54’부터 131°6’사이의 남한 전체 지역이다

(Fig. 1). 우리나라임상분포를살펴보면, 상록침엽수림

인소나무와낙엽활엽수림인참나무가각각전체산림의

42%, 26%를차지하고있다(산림청, 2009).

2) 취약성 규준과 지표

IPCC에서는취약성을평가할때민감성(Sensitivity),

노출(Exposure), 적응성(Adaptation)을 규준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IPCC, 2007b). 산림생태계 취약성

평가의 규준에 대한 지표를 선정하 다(Table 1). 취약

성의 규준과 지표는 민감성과 적응성을 통해 정량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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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and forest distribution map of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Table 1.  Indicators of Forest Vulnerability Assessment

규준 지표 해상도 기간 출처
현재 미래

식생유형의변화횟수 1km raster 1971-2000 2021-2050 HyTAG model

순일차생산량변이성 1km raster 1971-2000 2021-2050 MC1 model

토양탄소저장량변이성 1km raster 1971-2000 2021-2050 MC1 model

민감도
산지전용증감률(%) 1km raster 2006~2009 2006~2009 임업통계

경사도 1km raster - - 수치표고모델
임상 1km raster 1994 1994 임상도

산림 도 1km raster 1994 1994 임상도
급 1km raster 1994 1994 임상도

노 출
봄철평균일사량증감률 1km raster 1990~2008 1990~2008 KMA

봄철평균강수량증감률 1km raster 1990~2008 1990~2008 KMA

식생유형의변화의방향 1km raster 1971-2000 2021-2050 HyTAG model

순일차생산량변화경향 1km raster 1971-2000 2021-2050 MC1 model

토양탄소저장량변화경향 1km raster 1971-2000 2021-2050 MC1 model

적응능력 숲가꾸기증감률(%) 1km raster 2003~2009 2003~2009 임업통계
재정자주도 248 polygons 2008 2008 통계청

산림면적당산림보호구역 (%) 1km raster 2009 2009 임업통계
산림면적당산림관계공무원 (%) 1km raster 2009 2009 임업통계

규 준 지 표 해상도
기 간

출 처
현 재 미 래



로표현될수있다. 모델구동결과인산림분포변화와

생태계 기능 변화를 민감도와 적응 지표의 하나로서 사

용하고, 그 외에 산림생태계에 대한 사회·환경적 지표

를선정하 다.

(1) 민감도

Choi et al. (2011a)에따르면, 식생유형의변화횟수

가 산림분포의 민감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림분포취약성을위한민감도지표로이용하 다. 식

생유형의 변화는 온량지수(WI: Warmth Index)와 최

저온도지수(MTCI: Minimum Temperature Index of

the Coldest month), 유효강우지수(PEI: Precipitation

Effectiveness Index)를 사용하는 한국형 식생모델인

HyTAG의 결과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산지가 많고

복잡한 지형인 한반도 산림 생태계를 평가하는데 적합

한모델이며, 기후조건이식생의잠재분포범위에적합

하지 않을 경우 잠재식생분포가 변화한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즉, 모의과정에서기후조건의변화에따라

기간별 잠재식생분포가 변화하면 변화빈도가 1씩 증가

하게 되어 최종 변화 빈도수가 높을수록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평가된다(Table 2).

기후변화에따른생태계기능값의변화정도는산림

생태계 취약성을 위한 민감도 지표가 될 수 있다. MC1

모델은 기후변화가 생태계의 기능에 미치는 향을 평

가하기 위한 동적 식생 모델로서 생지구과학 모델인

MAPSS model(Neilson, 1995)과 생지구화학 모델인

CENTURY(Parton et al., 1987) 및 산불에 의한 교란

모델인 MCFIRE(Lenihan et al., 1998)의 통합모델이
다. 본 연구에서 한반도 산림 생태계 기능 평가를 위하
여 사용되었으며 모델로부터 추정되는 순일차생산량
(NPP: net primary production)과 토양탄소 저장량
(SCS: soil carbon storage)을산림생태계기능취약성
의 요소로 채택하 다. 이 두 값의 변이성의 값이 클수
록산림기능의민감성은높은것이며, 반대로낮은변이
성 값은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Yu
et al., 2006).

산지전용률은 산림을 파편화시켜 동·식물의 서식처
를손실시키고산림생태계를변화시키므로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된다. 경사도는 식생 생육 및 토양 유출 등의
자연재해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 간주하여(손민호 외,
2006), 경사도가 높을수록 민감도가 높다고 판단하
다. 임종환과 신준환(2005), 공우석(2005)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침엽수
종이 감소하므로, 임상에서 침엽수를 민감성이 높은 것
으로, 상대적으로 소멸위험이 적은 활엽수는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등급화를 하여 지표를 선정하 다. 급과
도는 산림 구조의 안정성 및 자연성을 나타내는 척도

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국립공원관리공단, 2005),
나이가 너무 적거나 많은 산림은 기후변화 민감성이 높
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표를 선정하 다. 도는 높을수
록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지표를 설정하 으며 급과
도 모두 산림청에서 제작하는 임상도에서 관련 정보

를추출하여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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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nsitivity and Adaptive capacity in Potential Vegetation Distribution (Choi et al., 2011a)

지표 민감성(변화빈도) 적응성 (변화방향)

아고산침엽수림 (Subalpine coniferous forest)
▼

High / (+) 변화있음 (Change) 냉온대혼효림 (Cool-temperate mixed forest)
▼

냉온대활엽수림 (Cool-temperate deciduous forest)
▼ ▼ ▼

온대혼효림 (Temperate mixed forest)
▼

온대활엽수림 (Temperate deciduous forest)
▼

온난대혼효림 (Warm-temperate mixed forest)
▼

Low / (-) 변화없음 (Non-change) 온난대상록수림 (Warm-temperate evergreen forest)
▼

아열대상록수림 (Subtropic evergreen forest)

지표 민감성(변화빈도) 적응성 (변화방향)



(2) 노출

기후변화에 따른 일사량 부족 현상은 Beniston et
al. (1994)와Niu et al. (2004)의해외사례뿐아니라우

리나라에서 2010년의 일조시간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봄의 일사량은 겨울철

얼어있던 수분을 녹이고, 뿌리가 그 수분을 흡수함으로

써 뿌리발달과 생장을 촉진하도록 향을 미치기 때문

에 봄철(3~5월) 평균 일사량 증감률을 노출 지표로 사

용하여 일사량이 감소할수록 노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 다(Bourque and Hassan, 2008; Madronich

et al., 1998). 또한봄철에는온도가상승하고강수량은

줄어듦으로 인해 식생은 수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수

분결핍증상이나타나이는생산성저하, 성장및생존

감소를 야기하 다(Beniston et al., 1994). 따라서 봄

철(3~5월) 평균강수량의증감률을노출의지표로사용

하여 강수량이 감소할수록 노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

가하 다.

(3) 적응능력

적응능력지표로주어진기간동안산림의변화가어

느 방향으로 이루어 졌는가로 평가되는 산림유형 적응

성을 선정하 다(Choi et al., 2011a).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유형의변화가낮은방향에서높은방향 [아열대상

록수림-> 아고산침엽수림]으로이루어지면방향이긍

정적인(+) 것으로하여1씩더하고, 반대인경우에는방

향이부정적인(-) 것으로하여1씩감하여그누적값으

로 적응성을 산출하 다(Table 2). 임종환과 신준환

(2005) 및공우석(2005)에의하면우리나라에서기온이

증가함에따라침엽수종이감소하는데이를기후변화에

적응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음의 값을 부여하고 반

대의경우는양의값을부여하기때문이다. 순일차생산

량과 토양탄소 저장량 변화 경향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

태계의 자가 적응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림기능의 적

응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활용되었다(Yu et al.,

2006). 변화경향이감소하는추세를보이면이는곧적

응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숲가꾸기는 임목

축적량을늘려산림흡수원을확충시키는기능을가지고

있는데 이는 산림 관리가 잘 될수록 증진된다고 볼 수

있다(강원도, 2011). 따라서 산림관리의 현황을 잘 나타

내는지표로서적응능력에포함시켰다. 또다른적응지

표로 재정자주도를 선정하 는데, 이는 지역별 경제 능

력을 정량화하는 지표로서 산림에 대한 기후변화 및 변

이의 향에지방정부의자체해결능력정도를판단할

수있기때문이다(유가 외, 2008).

산림보호구역이란 재해방지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등

을 말하며(국립공원관리공단, 2005), 기후변화가 유발

하는 각종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응대책으로서 지표로 선정되었다. 산림공

무원수는활발한산림조사, 기후변화와관련된산림피

해의 예방 및 적응과 관련하여 적응능력의 지표로 선정

되었다(강원도, 2011).

3) 취약성 평가

취약성(Vulnerability)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

혹은 사회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받는 피해의 범위나 정

도를의미한다 (IPCC, 2007b). 취약성은민감성과적응

성, 노출이라는 세가지 규준과 지표를 통해 정량적으로

표현될수있는데, 이들의정의는Table 3과같다(Fussel

et al., 2006).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화진 외(2006)가 사

용한취약성평가식인식 (1)과같이민감성과노출의곱

을 적응성으로 나누는 방법을 이용하여 취약성 평가를

진행하 다. 즉기후변화민감도가높고, 기후변화적응

성이낮을수록취약성이높은것으로평가될수있다.

취약성= (1)

취약성평가에사용된지표들은식 (2)를사용하여정

민감성×노출
적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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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finition of criteria for assessing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Fussel et al., 2006)

규준 정 의

민감성 시스템이기후와관련된자극에불리하게또는유리하게 향을받는정도
노 출 시스템이기후와관련된자극에노출된정도

적응성
시스템이기후변동과극한기후현상과같은기후변화를조절하고피해를완화하거나기회로이용하여기후변화
향에대처하는정도

규준 정 의



규화 하 다(UNDP, 2006). 이 과정은 범위와 단위가

다양한 각 지표들의 범위를 동등하게 해줌으로써, 값의

크기와 무관하게 동등한 향력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Xu et al., 2011).

Dimension index = (2)

X = Vulnerability index
Xmin = Minimum value of vulnerability index
Xmax = Maximum value of vulnerability index

3. 연구결과

1) 현재/미래 지표

취약성 지표들의 통계 수치와 공간적 분포를 각각

Table 4와 Fig. 2에 나타내었다. 미래 취약성 평가는

과거 취약성 평가 지표에서 시간적 범위를 미래(2021-

2050)로 대체시킨 지표에 의존하여 평가되었다(Table

4). 이는산림분포를나타내는지표(식생유형의변화횟

수·방향)와 산림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순일차 생산량

변이·경향, 토양탄소 저장량 변이·경향)인데 현재와

미래에서 각기 다른 평균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사는 동쪽은 높고 경사가 급하지만, 서쪽

은 낮고 완만하다. 산지전용률은 전라남도, 울산, 대구

시에서높은것으로나타났다. 현재식생유형의변화횟

수는서울과경기지역이가장높았고전남을포함한남

부지방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에는 경기도는 여

전히높으나서울은가장낮게나타났다. 산림 도는부

산과 강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시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산림 급은 대구광역시가 가장 높았다. 현

재와 미래 순일차 생산량 변이는 강원도가 가장 높았으

며 미래로 갈수록 경기도와 서울시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현재 토양탄소 저장량 변이는 경상남도가 높았

으나 미래에는 강원도가 가장 높았다. 노출지표를 나타

X _ Xmin
Xmax _ X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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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Normalized Sensitivity, Adaptive capacity and Exposure

기간 규준 지표 평균 표준편차

식생유형의변화횟수 0.32 0.32
순일차생산량변이성 0.17 0.13
토양탄소저장량변이성 0.21 0.20

민감도
산지전용증감률(%) 0.26 0.19
경사도 0.17 0.14
임상 0.67 0.33
산림 도 0.78 0.25
급 0.51 0.28

현재 식생유형의변화의방향 0.64 0.11
순일차생산량변화경향 0.60 0.13
토양탄소저장량변화경향 0.56 0.10

적응능력 숲가꾸기증감률(%) 0.10 0.07
재정자주도 0.53 0.13
산림면적당산림보호구역(%) 0.06 0.11
산림면적당산림관계공무원(%) 0.01 0.08

노출
봄철평균일사량증감률 0.27 0.13
봄철평균강수량증감률 0.56 0.07
식생유형의변화의방향 0.35 0.25

민감도 순일차생산량변화경향 0.27 0.12

미래
토양탄소저장량변화경향 0.18 0.11
식생유형의변화의방향 0.55 0.10

적응능력 순일차생산량변화경향 0.42 0.11
토양탄소저장량변화경향 0.34 0.10

기간 규준 지 표 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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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atial distribution and Mapping of Vulnerability Indicators; (a) Slope, (b) Rates of forest conversion, (c) Vegetation
distribution changing frequency, (d) Forest density, (e) Forest age-class, (f) NPP variability, (g) SCS variability, (h) Variation in
Solar radiation, (i) Variation in Precipitation , (j) Number of government officer in Forestry, (k) Protected area, (l) Afforestation
area, (m) Vegetation distribution changing trend, (n) Financial independence, (o) NPP changing trend, (p) SCS changing
trend.



내는 일사량 증감률은 부산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강수

증감률은경기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적응지표로사

용된 산림공무원 수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산림보호구역은 울산이 가장 높

고, 숲가꾸기증감률은광주광역시가가장높았다. 식생

유형의 변화 경향으로 보아 현재에는 경상북도가 적응

을 잘하는 쪽으로 변화하지만 미래에는 서울과 제주도

의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서울

시가가장높았으며광주광역시가가장낮았다. 현재순

일차 생산량 변화 경향은 충청남도가 가장 높았으며 미

래에는 대전광역시가 가장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토양탄소 저장량 변화 경향은 현재에는 산림비율

이가장적은충청도가, 미래에는산림비율이가장많은

강원도가적응을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절대적수치

를 비교한 결과 대체로 현재에서 미래로 갈수록 민감도

값은 높아지고, 적응 능력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특히적응능력값은작게는 248개시군구, 크게는시도

별로뚜렷한차이를보이는것이특징이다(Fig. 2).

2) 규준별 지표통합

취약성평가에앞서각규준별지표들을산술평균하

여통합함으로써현재와미래의민감도, 노출그리고적

응능력 분포지도를 작성하 다(Fig. 3). 민감도의 경우

강원도 산간 지역과 충청남도 북서부의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표들이 1km의 공간범위를 가지

기때문에매우세 한공간분포를나타내었다(Fig. 3a

와Fig. 3b). 노출은경기도와울산, 경상남도북부가높

고, 강원도와제주도산간지역이낮은것으로보아지역

적차이가매우뚜렷한일사량증감률의 향을많이받

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Fig. 3c). 적응 능력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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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map of each Criteria; (a) Sensitivity(current), (b) Sensitivity(future), (c) Exposure, (d) Adaptive capacity(current),
(e) Adaptive capacity(future).



우, 도시지역이대체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

것은 도시에서 산림 면적대비 공무원 수와 재정자주도

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되었다(Fig. 3d와

Fig. 3e).

3) 취약성 평가

이상의 민감성, 노출, 적응능력에 해당하는 지표를

활용하여 산림생태계 취약성 지도를 Fig. 4와 같이 현

재, 미래에 대해 구축하 다. 기후변화에 대한 현재 산

림 취약성은 동북부와 남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제주도와 남서부 일대, 북부지역 일대는 취

약성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취약성이낮은지역

은공통적으로산림분포/기능취약성이낮으며, 산림면

적 대비 산림관련 공무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취약성의경우대체로큰분포변화없이현재에비

해취약성정도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상

대적으로 높은 취약성을 나타내는 동북부 지역의 취약

성은낮아지는경향을보 다.

4. 고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산림생태계 취약성을 평가하는

것은 국내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향을 인식하고,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모델 자료에 사회·환경 지표를 추가하 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에 따른 산림 생태계가 사회·환경적 요소들에 어떻게

향을받는지판단할수있기때문에향후정책적활용

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

나, 산림생태계 향인자의자료취득이불충분했던점

은 연구의 한계로 남았다. 미래 자료가 없는 지표를 현

재자료로대체한부분과단위구역별하나의값을갖는

통계자료의불연속성이정확한평가를저해시키는요인

이될수있었다. 또한각지수에가중치를부여할수있

지만, 이를위해서는지표간기후변화와의관계에대한

정량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률적인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 다. 향후 통계학적 방

법과 전문가 설문을 통한 다중응답 방법 등을 사용하여

가중치적용에따른취약성변화에대한연구가진행될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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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s of the Forest vulnerability Assessment; (a) Current, (b) Future.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적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기

후변화에 대한 산림취약성 평가를 하 다. 취약성 평가

를 위해, 취약성 규준인 민감도, 노출, 적응에 해당하는

지표를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발전시켜 사용하 다. 시간

범위를 달리하는 지표를 이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취약

성을 구분하여 평가하 다. 그 결과, 현재에서 미래로

갈수록기후변화에대한산림생태계의취약성이전국적

으로높아지는경향을보 고, 민감도또는노출에비해

사회·환경 지표의 비중이 큰 적응능력이 취약성 평가

에 향력이크다는결론을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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