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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탄소흡수원이며 재생가능한 자원인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량 및 에너지로서의 잠재량을 산정하고,

이를 지도화 및 프로그램화 하고자 하였다. 2010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총 바이오매스 자원은 804백만톤

이며, 이 중 임상별로는 침엽수 265백만톤, 활엽수 282백만톤, 혼효림 257백만톤이 점유하고 있었고, 지역별로는 산

림축적량에 비례하여 강원도가 가장 많은 바이오매스 양을, 다음이 경상북도, 경상남도 순이었다. 우리나라 산림에서

매년 상업적으로 벌채하여 제재목 등으로 이용되고 남은 목질부 바이오매스는 707천톤/년 정도가 되며, 숲가꾸기를

하여 원목으로 이용되는 양을 제외한 바이오매스 양은 592천톤/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연간 시장으

로 공급 가능한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은 약 1,300천톤/년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석유환산량으로 전환하

면 약 585천 toe/년이 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바이오매스 자원 지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프로그

램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시스템은 Microsoft Office Excel, Microsoft Office Access ArcGIS, Microsoft Visual Basic

6.0 이었으며,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ESRI MapObjects2.1 개발 도구를 이용하였다. 바이오매스 자원 지도

(BiomassMap V2.0) 프로그램은 축적, 바이오매스 총 저장량, 시업지 연간 바이오매스 생장량, 상업적 벌채에 의한 바

이오매스 생산량, 숲가꾸기에 의한 바이오매스 생산량 등을 지도로 나타내고, 이들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다. 바이오매스 자원 지도는 시도별, 임상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작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본 바이오매스 지도는 산림이용 관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forest biomass resource which is a carbon sink and a renewable

resource in Korea. The total forest biomass resource potential was 804 million tons, and conifers, broadleaved

forest and mixed forest accounted for 265 million tons, 282 million tons, and 257 million tons, respectively.

Proportionately to regional forest stocks, biomass potential of Gangwon-do had most biomass potential, followed

by Gyeongsangbuk-do and Gyeongsangnam-do. The woody biomass from the byproduct of sawn timber in

commercial harvesting was 707 thousand ton/year, and that from the byproduct of forest tending was 592

thousand ton/year. The amount resulted in about 1,300 thousand ton/year of potential supplies from forest

biomass resource into the energy market. It’s tonnage of oil equivalent(toe) was 585 thousand ton/year.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program (BiomassMap V2.0) for forest biomass resource mapping. Used system to

develop this program was Microsoft Office Excel, Microsoft Office Access ArcGIS and Microsoft Visual Basic

6.0. Additionally, This program made use of tool such as ESRI MapObjects2.1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spatial information. This program shows the map of total biomass stock, annual biomass growth at forest land

in Korea, and biomass production from forest tending and commercial harvesting. The information can also be

managed by the program. The biomass resource map can be identified by regional and forest type for the

purpose of utilization. So, we expect the map and program to be very useful for forest managers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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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70년대 2차에 걸쳐 오일쇼크(oil shock)가 일어나자

브라질,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에

너지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많은 정책의 수립 및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후 기후변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IPCC(기

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11년 5월 태양열, 풍

력, 지열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2050년 세계 에너지 소

비량의 최대 77%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특별보고서

를 제시하였다(IPCC, 2011). 보고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현황과 향후 도입 가능성 등을 164가지 과학적 전망을 기

초로 분석하여, 2008년 당시 전 세계의 에너지공급량 중

1차 에너지(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차지하

는 비율은 13%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는 2.5% 이하만이 이

용되고 있어, 실제로는 약 97% 이상의 이용가능성을 갖

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대

비 5,600억tCO
2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전망하였다.

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한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면서 바이오에너지 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이

일부 국가에서 발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9년 상반

기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체 에너지의 11.1%를 차지하

여 원자력 에너지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추월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09년 1-4월 간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수

력 34.6%, 목질계 31.2%, 바이오연료 19% 등으로 미국에

서는 수력과 목질계 바이오매스가 에너지 공급의 많은 부

문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http://www.

renewableenergyworld.com). 일본의 경우 2020년까지 온실

가스 25% 감축이라는 지구온난화 대책의 중기목표 달성

을 위하여 2009년 10월 농림수산성 내에 지구온난화 대책

본부를 설치하였으며, 본부 내 목재이용추진팀에서는 공

공청사 100% 목재화를 위하여 목조건축, 목제품 이용 확

대를 통해 공공기관 공사의 비용을 감축하고, 간벌재 또

는 합법성이 증명된 목재와 목제품 이용을 촉진하겠다는

자발적인 목재이용 추진 계획을 수립, 발표(2013년 3월)

한 바 있다(http://www.rinya.maff.go.jp).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지구온난화를 완

화하며, 에너지 자급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특히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

서는 바이오매스의 이용 증가가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외화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바이오매

스의 이용은 에너지원의 수집, 가공공장 가동 등으로 지

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의 바이오매스 연구는 김준호(1970~1982)의 육상

식물 생산력 추정으로 바이오매스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

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하였

고, 특히 임경빈(1981~1984), 김갑덕(1982~1989), 박인협

(1986~2003)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고 볼 수 있

다. 또한 2000년대 들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강원지방소

나무 등 8수종 임목중량표 조제, 2012년 13수종으로 확대

한 바이오매스 연구 수행 등이 중요한 연구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이들 연구를 통하여 임목 부피(재적, m3)를 탄소

로 전환할 수 있는 탄소배출계수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바이오에너지원 중 IPCC가 인정

한 유일한 탄소흡수원이자 재생가능한 자원인 산림에서

이용 가능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자원량을 산정하는 방법

을 제시하고, 지역별, 임상별, 시군구별 자원량 산정을 통

해 이의 에너지화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1) 산림축적 자료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자원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의 산림축적 정보가 필요하다. 이 자료를

바이오매스 전환계수 등을 이용하여 바이오매스 량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산림축적 자료는 제5차 국가

산림자원조사를 반영한 임업통계연보(2011년)의 수치를

활용하였으며, 기본계획구 및 시군구별 자료를 이용하였

다(Korea Forest Service, 2011).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는 기존 1-4차 산림조사와는 달리 매년 전국 표본조사(20%

씩, 5개년) 체계로 수행되어, 기존의 기본계획구별 생장율

을 적용하여 전국적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임목축적을 추

정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조사체계이다. 또한 5차의 조사

부터는 입목의 생장 뿐만아니라 고사목, 토양, 하층식생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어, 산림에서의 모든 탄소

저장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과 환

경적인 측면을 아우러는 국가차원의 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숲가꾸기를 통하여 도출되는 바이오매스 자원

량 산정을 위하여 숲가꾸기 면적 및 수집 물량 등의 자료

를 산림청 내부자료에서 얻었다(Korea Forest Service,

2013a; 2013b).

2) 산림생장율 자료

산림축적 자료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면, 이는 지금까

지 산림에 누적된 총 바이오매스 저장량이 된다. 연간 또

는 매년 어느 정도의 바이오매스 생산이 가능한지, 이용

량이 어느 정도인 지를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본계획

구별 연년 산림축적 생장율 자료를 이용하였다(Korea

Forest Servic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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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오매스 및 석유에너지 전환계수

산림축적량과 생장량을 바이오매스로 전환하기 위한 계

수로서 임상별로 Table 2의 계수를 적용하였다(Son et al.,

2010). 산림축적 또는 생장율에 바이오매스 전환계수를 곱

하면 바이오매스 량이 산출이 된다. 그리고 산림 바이오

매스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므로 석유에너

지화하기 위하여 전환계수 0.45를 적용시켰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3).

2. 분석방법

상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량 평가 절차를 수행하였으며(IPCC, 2003; 2006), 이

들 결과는 지도화(Mapping)하고 프로그램화 하였다. 

한편 본 분석에서는 ‘상업적 벌채’에서 나오는 물량 중

목재(제재목, 합판재 등)로서 이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

량, 즉, 목재로서 이용가능한 줄기 말구직경까지의 부위를

제외한 초두부와 가지부분 만을 바이오에너지원으로 이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여 시장가치가 있는 바이오매

스 자원이라 가정하였다. 아울러,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물

량 중 원목으로 수집된 것을 제외한 양을 시장으로 공급

가능한 바이오매스 자원이라고 간주하여 합산하였다. 이

는 현재 국내 산림에서 수집·이용하는 목질계 바이오매

스 자원은 매년 이루어지는 ‘상업적 벌채’와 ‘숲가꾸기’에

서 나오는 물량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용가능한 말구직경의 경우 침엽수와 활엽수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원목으로 이용가능한 부분을 나타내는

‘조재율(造材率)’을 적용하였는데, Korea Forest Ser-

vice(1981)의 자료에 따라 침엽수의 경우는 벌목된 임목의

85%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며, 활엽수는 70%를 이용한다

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재율에 해당되는 양은 원목

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이용

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현재 ‘상업적 벌채’는 전

체 물량의 70%, ‘숲가꾸기’에서는 전체 물량의 약 30% 정

도가 수집되고 있어(http://www.sanrimji.com) 이를 기준으

로 시장적 바이오매스 자원량을 산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바이오매스 자원량 평가

1) 바이오매스 총 자원량

우리나라 전체 산림에서의 기본계획구별 바이오매스 자

원의 잠재량을 산정한 결과 Table 3과 같았다. 2010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총 바이오매스 자원은 804백

만톤이며, 이 중 임상별로는 침엽수 264백만톤, 활엽수

282백만톤, 혼효림 257백만톤이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

Table 1. Forest growth ratio by district (2010).

District Gyeonggi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Forest growth  ratio (%) 3.9 3.7 4.0 4.2 3.7

District Jeonbuk Gyeongbuk Gyeongnam Jeju Total

Forest growth  ratio (%) 4.4 4.1 4.2 4.6 4.0

Table 2. Biomass factors used for the calculation of biomass

from forest growth volume by forest type.

Forest type
Factors

Coniferous 
forest 

Broadleaved 
forest

Mixed 
forest

Basic wood density
(tonnes d.m. m−3)

0.458 0.685 0.572 

Biomass expansion factor 1.346 1.427 1.387 

Root-shoot ratio 1.278 1.338 1.308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forest biomass assess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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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Li et al.(2010)가 2007년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저

장량을 480백만톤이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는 5차 국

가산림조사 이전의 결과로서, 과소치임을 알 수 있으며,

현재의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통계는

재계산 작업이 수행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지역별로는 산

림축적량에 비례하여 강원도가 가장 많은 바이오매스 량

을 갖고 있었으며, 다음이 경상북도, 경상남도 순이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임상별로 전국의 평균 분포와는 달리

특별한 임상이 우점 또는 극히 열세한 분포를 보이는 경

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시 경우 활엽수

림이 우점하는 반면 대구와 제주는 열세한 임상으로 나타

났으며, 경기 및 강원도 활엽수 우점, 광주시 및 전라남도

침엽수 우점, 전라북도 혼효림 열세 등으로 다양한 구성

패턴을 보여 주었다.

FAO(2010)에 따르면 전 세계의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

량은 600,066백만톤이며, 아시아는 73,864백만톤에 이를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산림에서

는 804백만톤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세계의

0.1%, 아시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자원을 이용한

다면 사용되는 석유 전량을 수입하고, 또한 대부분의 목

재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외화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친

환경적인 자원의 이용은 기후변화협약의 슬로건인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2) 연간 바이오매스 생장량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기본계획구별 연간 바이오매스

자원의 생장량 또는 생산가능량을 산정한 결과 Table 4

와 같았다. 2010년 현재 32,105천톤의 바이오매스량은

Son et al.(2007)이 제시한 2005년말의 20,340천톤과 비

교할 때 1.58배 증가한 것으로, 국가산림조사 방법(4차,

5차) 및 적용한 탄소배출계수 등의 차이는 있지만, 바이

오매스 물량이 늘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연

간 바이오매스 생장량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 산림에

서 연간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에서 의의를 갖는다. 현재의 산림 축적을 보전

하면서 바이오매스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연간 생장하

는 바이오매스 생장량 밖에 없으며, 추가 필요할 경우 수

입 또는 기존 폐기물을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 대안이 있

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산림에서 연간 생장하는 바이

오매스를 전량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

라서 실제 벌채가 이루어지는 곳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

등에서의 바이오매스 물량 정보가 현실적이라 볼 수 있

을 것이다. 

3) 시장 공급가능 바이오매스량

(1) 상업적 벌채 및 숲가꾸기에 따른 바이오매스량 산정

우리나라 산림에서 매년 상업적으로 벌채하여 제재목 등

으로 이용되고 남은 목질부 바이오매스(최소이용 말구직경

이하의 초두부, 가지)는 707천톤/년 정도가 되며, 숲가꾸기

를 하여 원목으로 이용되는 양을 제외한 바이오매스 양은

592천톤/년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 연간 시장으로 공급

가능한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은 약 1,300천톤/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Table 5).

(2) 상업적 벌채 및 숲가꾸기에 따른 석유에너지 대체

자원량

시장공급 가능한 바이오매스 자원량 1,300천톤/년을

Table 3. Total biomass by forest type and district (2010). (Unit : ton)

District Total Coniferous forest Broadleaved forest Mixed forest

Total 804,014,558 264,982,042 281,612,949 257,419,566

Seoul 2,016,200 136,298 1,231,152 648,750

Busan 4,844,955 1,716,438 1,160,389 1,968,129

Daegu 6,219,602 2,233,227 943,345 3,043,030

Incheon 4,949,630 687,258 2,432,095 1,830,277

Gwangju 2,142,952 1,265,878 415,040 462,034

Daejeon 3,592,374 1,695,722 1,209,582 687,070

Ulsan 9,341,042 2,827,377 3,377,565 3,136,099

Gyeonggi 68,856,131 18,596,016 32,410,693 17,849,422

Gangwon 205,482,278 49,678,476 91,565,046 64,238,756

Chungbuk 61,424,825 18,087,530 24,350,645 18,986,650

Chungnam 47,866,872 17,348,344 17,090,129 13,428,398

Jeonbuk 56,101,611 22,496,617 21,545,295 12,059,698

Jeonnam 63,622,993 31,964,457 15,788,200 15,870,336

Gyeongbuk 166,655,024 57,632,025 39,722,098 69,300,901

Gyeongnam 90,160,014 35,854,695 21,813,862 32,491,456

Jeju 10,738,055 2,761,684 6,557,812 1,41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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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에너지로 환산하면 약 60만 TOE로서 이 양이 산림

바이오매스를 이용함으로써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귀중한 신재생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Table 6).

본 분석 결과를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과 비교해 보면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2), 2011년 서울

시의 에너지 소비량이 1,550만 TOE, 시민 1인당 연간 에

너지 소비량이 1.55 TOE 로 나타나, 서울시 총 에너지 소

비량 대비 산림 작업(상업적 벌채, 숲가꾸기) 시 나올 수

있는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시민 약 38만명(4%), 4인 가구

경우 약 9만 5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양이 된다. 연료

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산림 바이오매스

를 이용함에 따라 연료 수입에 소비되는 외화절감과 기후

변화 시대에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세계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자원량은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 실제 상업적 벌

채량 중 70%, 숲가꾸기 물량 중 30%를 수집하는 양이므

로, 임지에 버려지는 양까지를 포함한다면 더 많은 시장

공급 가능한 바이오매스 자원량이 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의 국내산 목재수급 정책 및 전략은 앞으로

유동적이라 볼 수 있어, 이들 정책 등이 변화함에 따라 실

Table 4. Annual biomass growth by forest type and district (2010). (Unit : ton/yr)

District Total Coniferous forest Broadleaved forest Mixed forest

Total 32,104,801 10,688,187 11,120,822 10,295,792

Seoul 78,632 5,316 48,015 25,301

Busan 203,488 72,090 48,736 82,661

Daegu 255,004 91,562 38,677 124,764

Incheon 193,036 26,803 94,852 71,381

Gwangju 94,290 55,699 18,262 20,330

Daejeon 143,695 67,829 48,383 27,483

Ulsan 392,324 118,750 141,858 131,716

Gyeonggi 2,685,389 725,245 1,264,017 696,127

Gangwon 7,602,844 1,838,104 3,387,907 2,376,834

Chungbuk 2,456,993 723,501 974,026 759,466

Chungnam 2,010,409 728,630 717,785 563,993

Jeonbuk 2,075,760 832,375 797,176 446,209

Jeonnam 2,799,412 1,406,436 694,681 698,295

Gyeongbuk 6,832,856 2,362,913 1,628,606 2,841,337

Gyeongnam 3,786,721 1,505,897 916,182 1,364,641

Jeju 493,951 127,037 301,659 65,254

Table 5. Annual marketable biomass by district (2010).

(Unit : ton/yr)

District Total 
Biomass by 

commercial cutting
Biomass by 

forest tending

Total 1,298,946 707,029 591,917

Seoul 1,613 170 1,443

Busan 6,630 248 6,382

Daegu 142 142 -

Incheon 276 157 120

Gwangju 1,203 599 604

Daejeon 3,271 3,197 74

Ulsan 429 376 52

Gyeonggi 133,647 103,774 29,873

Gangwon 199,196 117,388 81,808

Chungbuk 75,592 64,052 11,541

Chungnam 164,440 109,440 55,000

Jeonbuk 130,331 69,271 61,060

Jeonnam 260,946 75,104 185,841

Gyeongbuk 211,841 110,363 101,478

Gyeongnam 106,925 50,319 56,606

Jeju 2,463 2,429 34

Table 6. Biomass converted to oil energy by district (2010).

(Unit : toe/yr)

District Total 
Biomass by 

commercial cutting
Biomass by 

forest tending

Total  584,526 318,163 266,363

Seoul  726 76 650

Busan  2,984 112 2,872

Daegu  64 64 -

Incheon  124 70 54

Gwangju  541 270 272

Daejeon  1,472 1,439 33

Ulsan  193 169 24

Gyeonggi  60,141 46,698 13,443

Gangwon  89,638 52,825 36,814

Chungbuk  34,017 28,823 5,193

Chungnam  73,998 49,248 24,750

Jeonbuk  58,649 31,172 27,477

Jeonnam  117,425 33,797 83,629

Gyeongbuk  95,328 49,663 45,665

Gyeongnam  48,116 22,644 25,473

Jeju  1,108 1,09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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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시장으로 공급되는 바이오매스 물량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국산 목재 보존 정책에 따른 목재

수출국의 정책 또한 무시할 수 없어 목재 수요량의 대부

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이 또한 시장적 가치가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자원의 잠재량 공급변화의 요

인이 될 것이다. 

2. 바이오매스 통계 지도화 및 프로그램화

1) 바이오매스 자원량 지도화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던 바이오매스 자원 지도

(map)는 바이오매스 총 저장량, 임상별·시군구별 시업지

에서의 보유 잠재량을 지도로 나타내기 위함이 주목적이

었다. 또한 부가적으로 상업적 벌채, 숲가꾸기 등에 따른

시장공급 가능한 바이오매스 생산량 및 바이오매스를 탄

소저장량으로 전환한 정보 등을 지도로 나타내고자 하

였다. 바이오매스 자원 지도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눈

에 보기 쉽고, 이용자의 목적에 맞게 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특정지역에서의 변화를 가시

적으로 판단 또는 주기별 바이오매스 자원량 변화 등을

시각적으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Figure 2와 3은 우

리나라 바이오매스 자원량에 대한 정보를 주제별로 도

식화 한 것이다.

2) 바이오매스 통계 프로그램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자원량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의

입력 및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였으며, 이는 일반인, 행정인,

연구자 등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

작하였다(Figure 4).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 사용된 시스

템은 기본 Data 입력을 위해 Microsoft Office Excel,

Microsoft Office Access를 활용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손

쉽게 새로운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Microsoft Office

Excel과 연동되도록 하였다. 공간 정보의 입력 및 편집을

Figure 2. Distribution of tree biomass in coniferous forests. 

Figure 3. Distribution of annual biomass growth.

Figure 4. Logo Scene of Biomass Ma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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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ArcGIS를 이용 하였다. 프로그램 제작은

Microsoft Visual Basic 6.0에서 제작이 되었으며, 공간정

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ESRI MapObjects2.1 개발 도구를

활용하였다.

결 론

본 연구결과 2010년말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총 바이오

매스 자원은 804백만톤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산림에서

매년 상업적으로 벌채하여 제재목 등으로 이용되고 남은

목질부 바이오매스는 707천톤/년 정도가 되며, 숲가꾸기

를 하여 원목으로 이용되는 양을 제외한 바이오매스 양은

592천톤/년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에서 연간 시장으

로 공급 가능한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은 약 1,300천톤/년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석유환산량으로는 약 585천

toe/년이다. 이와 같이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을 이용한다

면 경제적 효과로서 원유 수입액의 감소 및 임업과 에너

지 분야에서의 신규시장 형성, 그리고 이를 통한 신규 고

용창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농산촌의

수입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FTA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

는 농가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적으로는

화석연료 대체를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가시화시킬 수 있으며, 산림 환경 개선으로 국내

임목 축적량 증가에 따른 산림의 이산화탄소 축적 효과가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산림의 공익가치가 빠르게 증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목질계 바이오매

스를 이용한 다양한 에너지 생산시장에서 국내 바이오매

스의 최대 공급원인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의 효과적 운용

을 통해 일정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할 수 있

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산림부문 바이오매스 프로그

램 및 지도는 산림축적, 바이오매스 총 저장량, 시업지 연

간 바이오매스 생장량, 상업적 벌채 및 숲가꾸기에 의한

바이오매스 생산량, 주기별 바이오매스 생산량 변화, 임상

별·지역별 탄소저장량 등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바이오매스 지도는 향후 산림이용

관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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