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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삼나무의 생장 및 수확량 평가와 탄소저장 및 흡수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조사구는 전남, 경남 및 제주지역에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삼나무 집단지에서 총 106개 표준지를 선정(이상치를 제외

한 92개소 이용)하였다. 그리고 분석을 위하여 Weibull 직경분포 모델을 적용시켰다. 직경분포 추정을 위하여 흉고직

경, 흉고단면적, 수고 등 생장인자별 생장 추정식을 도출하고, 이들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삼나무에

대한 지역별 임지생산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지수를 Schumacher 모델로서 개발하였으며, 지위지수 추정의 기준임

령은 30년으로 정하였다. 우리나라 삼나무의 지위지수 범위는 10~16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준으로 임분

수확표를 조제하였다. 임분수확표 지위 14에 의하면, 25년생일 때 연평균생장량(MAI)이 7.6 m3/ha인 것으로 나타나

며, 임목축적 190.1 m3/ha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편백보다 20 m3 정도 높은 값이었다. 그리고 삼나무의 연

간 탄소흡수량은 임령 25년에 2.14 tC/ha/yr, 7.83 tCO
2
/ha/yr 으로 최대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타 침엽수와

비교해 보면, 편백(7.5tCO
2
/ha/yr)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나, 잣나무 10.4 tCO

2
/ha/yr, 낙엽송 11.2 tCO

2
/ha/yr 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삼나무의 생장 정보 활용 뿐만아니라 목재로서의 이용을 제고할 수 있

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growth of Cryptomeria japonica stand in South Korea

along with the evaluation on their yields, followed by their carbon stocks and removals. A total of 106 sample

plots were selected from Jeonnam, Gyeongnam, and Jeju, where the groups of standard are grown. We only

used 92 plots data except outlier. As part of the analysis, the Weibull diameter distribution was applied. In order

to estimate the diameter distribution, the growth estimation equation for each of the growth factors including the

height, the diameter at breast height, and the basal area was drafted out and the verification for each equation

was examined. The site index for figuring out the forest productivity of Cryptomeria japonica stand for each

district was also developed as a Schumacher model and 30yr was used as a reference age for the estimation of

the site index. It was found that the site index for Cryptomeria japonica stand in South Korea ranges from 10

to 16 and this result was used as a standard for developing the stand yield table. According to the site 14 in

the stand yield table, the mean annual increment (MAI) of the Cryptomeria japonica reaches 7.6 m3/ha on its

25yr and its growing stock is estimated to be at 190.1 m3/ha. This volume is about 20 m3 as high as that of

the Chamaesyparis obtusa. Furthermore, the annual carbon absorptions for a Cryptomeria japonica stand reached

the peak at 25yr, which is 2.14 tC/ha/yr, 7.83 tCO
2
/ha/yr. When compared to the other conifers, this rate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a Chamaecyparis obtusa (7.5 tCO
2
/ha/yr) but lower than that of the Pinus koraiensis

(10.4 tCO
2
/ha/yr) and Larix kaempferi (11.2 tCO

2
/ha/yr). With such research result as a bas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the ways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Cryptomeria japonica as timbers, besides making use of

their growth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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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남부 및 해안 도서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삼

나무(Cryptomeria japonica (L.f.) D. Don)는 상록침엽교

목으로 수고 45 m, 직경 2 m에 달할 수 있으며, 천연적으

로는 일본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는 1924년에 도입되어 전남, 경남 이남 지역의 주요 조림

수종으로 많이 식재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방풍림으

로 식재된 바 있다(Kim, 2002). 

임업연구원(1985)에서 밝힌 우리나라에서의 삼나무 생

육 최적조건은 연평균기온 13oC이상, 강수량 1,200 mm이

상, 표고 400 m이하, 경사도 11~20o, 사면방위 북서·북·

북동 등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Kim et

al.(1977)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삼나무 생장비교에 있어

20년까지의 재적수확량은 차이가 없으나, 그 이후는 국내

에서의 생장이 떨어지며, 평균생장량 최고 수령기가 일본

秋田(Akita)지방에서는 60년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35년

으로 일찍 생장 정지기가 도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삼나무는 1924년부터 조림되었으며 현

재 총 면적은 8,646 ha로, 전체 산림면적 대비 0.14%, 인

공림 대비 약 5%를 차지하고 있어 수종별 면적 점유비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세계 원목시장 가격 상승세의

지속과 각국의 산림보호 정책의 확대 및 부가가치화 노력

에 따른 원자재 수입 및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현실과

목재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산 산림자원의 활용도

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삼나무의 활용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Lee et al., 2011) 

국내에서 삼나무 생장에 대한 연구로는 Kim et al.(1977)

이 삼나무 92개소 표준에서의 임분수확표 및 지위지수분

류도를 조제한 것이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Kim(1987)에

의하여 처음으로 삼나무에 대한 입목간재적표가 작성되

어 아직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Kim et al.(1990)은 삼나무

의 벌기령을 50년으로 추정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구

조재로 이용되고 있는 낙엽송 또는 소나무에 비해 밀도가

낮아 강도 성능이 떨어지며, 이를 이유로 구조재로 이용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조 성능에 대한 평가도 미비하

여 구조재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구조용재 보다는 내,외장재로 많이 사용하여 왔으며, 국내

일부 연구에 의하면 삼나무도 구조용 집성재 이용을 통한

고부가 가치의 재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수종이라고 보고

한 바 있다(Kim et al., 2009). 

삼나무의 주 생육지인 일본에서는 Okita(1960)는 鳥取

縣 삼나무림의 지위지수를 분류한 후 각 지위급별 이화학

적 성질과 임상식생의 대응관계를 지수로 표시한 바 있고,

Terasaki(1964)는 秋田지방 삼나무림의 고정수확시험지 조

사 결과로서 임분구성인자의 생장과 수확에 대한 구명을

하였으며, Kozaka(1964)는 靑森지방 삼나무 시험지를 조

사하여 현실 임분수확표와의 차이를 제시하고 임분해석

을 통한 동적인 자료와 현실임분의 정적인 인자로 수확표

를 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최근 Asano(2010)는 종

래의 정적인 임분수확표 조제 방법을 탈피하여 적절한 시

업(간벌)을 수행하였을 시 임분생장을 예측한 시스템수확

표를 조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정화에 접어든 우리나라 삼나무의

생장량 구명 및 수확량을 예측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을 산정하여 기상이변에 의

한 수종별 생육지역 북상 대비 및 산림경영의사결정의 기

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 자료

삼나무 생장을 조사한 지역은 경남, 전남 및 제주지역

의 대표적 군락지였으며, 이들 지역 중 정상적 생육지를

대상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다. 조사지는 국소적인

지형 및 분포 범위에 따라 정방형 또는 장방형 등으로 자

유롭게 모양 및 크기를 택하였으며, 총 조사구 수는 106

개소였다. 조사구 형태를 자유롭게 정한 것은 일부 지역

에 생장하는 삼나무 집단이 길게 대상으로 형성되어 있을

경우 길게 장방형으로 표준지를 설치하였고, 임령이 유령

인 곳은 조사구 크기를 10×10 m으로 작게 설치하는 등 경

우에 따라 표준지 형태를 융통성있게 조정한 결과이다.

Chapman and Meyer(1947)는 임분수확표를 조제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사구 개소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00~300개소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표준지내 임목

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개체목별 흉고직경은 직경

Table 1. Characteristic of growth factors in Cryptomeria japonica stand.

 Growth factors
Species

Age
(year)

DBH
(cm)

Basal area
(m2/ha)

Height
(m)

Tree no./ha

Cryptomeria japonica

(Note) 

27

7 68–
-------------

20.2

2.0 58.0–
----------------------

32.8

3.3 58.7–
----------------------

11.9

2.0 27.1–
----------------------

1 410,
340 4 100,–
---------------------------

Mean

Minimun Maxim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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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로, 수고는 하가로프 수고측정기를 이용하였다. 임

령은 삼나무가 대부분 인공림이었기에 조림대상의 확인

또는 생장추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준지의 임목생장

개황은 다음과 같다.

2. 분석 방법

1) 임분 수확량 추정 방법

삼나무 임분에 대한 생장 및 수확량 예측을 위하여 먼

저 직경급 분포 분석이 필요한데, 이는 Weibull 확률밀도

함수를 이용한 직경분포모델을 적용시켰으며(Garcia, 1981),

모델의 모수 추정(estimation), 모수 적합(recovery), 모수

예측(prediction)의 절차를 거쳐 임분수확량을 평가(임분수

확표 조제)하였다. 임분수확량 즉, ha당 임분축적은 삼나

무 재적식을 이용하여 경급별로 재적을 측정한 후, 이를

본수로 곱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초기 조사된 106개 표

준지 중 흉고단면적이 100 m2/ha를 넘는다거나 수고 측정

상 오류인 경급별 하향세 또는 기록 오류인 것 등이 발견

되어 이를 기각하고 실제 이용한 표준지 수는 92개소이다.

2) 이산화탄소 저장 및 흡수량 추정 방법

삼나무 면적과 단위면적 당 축적량이 상기의 분석 방법을

통해 산정됨으로, IPCC GPG(2003)가 제시하는 방법에 의해

탄소배출계수를 적용시키면 탄소저장량을 도출할 수가 있

으며, 이용한 탄소배출계수(Table 2)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산정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3년

까지 주요 22개 수종에 대한 탄소배출계수를 만든 바 있는

데, 그중 삼나무에 대한 계수를 이용하였다(Son et al., 2014).

탄소저장 및 흡수량 = 임목축적(또는 생장량) × 탄소배

출계수(W, BEF, R)

결과 및 고찰

1. 직경분포모델 적용을 위한 임분생장 추정

1) 임목 생장인자별 임분생장식 추정

삼나무 임분직경분포 추정 및 예측을 위하여 Weibull 직

경분포확률함수를 이용하였으며, 흉고직경, 최소직경 및

최대직경, 흉고단면적 및 수고추정을 위하여 <Table 3>과

같은 생장식을 추정하고, 식의 설명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합도지수(Fitness index, FI)를 도출하였다. 최적의 흉고

직경 및 흉고단면적을 추정하기 위하여 지수식, Chapman-

Richards식, Schumacher식, Weibull식 등을 적용시켰으며,

이들 식 중 적합도 및 검증통계치 등을 고려하여 Chapman-

Richards식을 최적 추정식으로 선정하였다. 수고추정모델

은 직경누적밀도(fxad)를 갖는 식을 이용하였는데, 이 모

델은 우세목 수고를 기준으로 해당 경급까지의 누적밀도

와 임령을 이용하여 보정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서 이론적

으로 수고를 추정하는데 우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누

적된 직경분포는 마치 수고곡선의 전형적인 형태인 sigmoid

모양을 가져 모델의 신뢰성을 더 높여 주어 이를 이용하

였다. 상기와 같은 일련의 방법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주

요 11개 수종의 임분수확표를 만들 때 이용하였던 방법과

동일하다(Son et al., 2004). 

임분직경분포를 추정하는 이유는 임분 내 간벌을 수행

할 시 임령별, 경급별 본수 또는 재적을 빠르게 선정하여

간벌량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구조가 동

적 생장모델의 근간이 된다. <Table 3>에서 임분 흉고단

면적의 경우는 임령(age)과 지위지수(SI)를 변수로 하는

추정식인데, 흉고직경(cm)이 1차원적 인자인데 비하여, 단

면적(m2)은 2차원적 인자인 관계로 식의 설명력이 상대적

으로 흉고직경을 추정할 때 보다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Son et al.(2014)의 아까시나무 임분생

장 연구에서와 같은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 단면적

의 산포도를 그려보아도 흉고직경의 분포에 비해 그 범위

가 더 넓게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고추정식은 해당 경급까지의 우세목 수고 기준의 직

경 누적량을 제시하는 형태인데, 임령을 이용하여 보정하

Table 2. Carbon emission factors of Cryptomeria japonica

stand.

 Carbon emission
factors

Species

Basic wood 
density

(W)

Biomass 
expansion

factor (BEF)

Root-shoot 
ratio
(R)

Cryptomeria japonica 0.347 1.313 0.233

Table 3. Equations and fitness index by growth factors in Cryptomeria japonica stand.

Stand growth factors Equations Fitness index

DBH  D = (14.9472 + 1.0881 × SI) × (1 − exp(-0.0545 × age))1.7446 0.7747

Basal area  BA = (23.3156 + 1.2779 × SI) × (1 − exp(-0.0881 × age))2.3671 0.5460

Min. DBH  Min. D = -2.0528 + 0.5677 ×  D + 12.0388/H
D

0.7188

Max. DBH  Max. D = -0.4478 + 1.2939 × D + 0.3235 × H
D

0.9013

Height 0.8893

Note) DBH: Diameter of breast height, SI: Site index, Age: Stand age

H HD 0.421
0.083

HD

------------- age 0.559 ln fxad 1+( ) 0.053

age
------------- HD ln fxad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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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를 취함으로서 누적된 직경분포는 마치 수고곡선

의 전형적인 형태인 S자 모양을 가져 모델의 신뢰성을 더

높여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이 이용되었다. 최소 및 최

대 흉고직경을 추정한 것은 직경분포의 범위를 파악하고

자 하는 것이며, 이 자료는 간벌에 따른 직경급 분포 감소

를 표현할 때 이용할 수 있다. 

2) 지위지수 추정 및 분류곡선도 조제 

임지의 임목생산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위지수 추정

식은 우세목의 수고(H
D
)와 임령을 변수로 하는 변형된

Schumacher 모델을 적용시켜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으며

(Clutter et al., 1983), 지위지수의 기준임령은 수고의 생장

이 어느 정도 안정화에 접어드는 30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생육하는 삼나무의 지위지수 범위는

12~18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조사에 의하

면, 제주 서귀포 지역의 삼나무에 대한 우세목의 크기는

20 m를 모두 상회하는데, 분석 결과는 전국적인 평균인 관

계로 약간 하향된 것 같다. 추후 제주 지역과 육지지역의

생장을 상호 비교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SI: 지위지수, HD: 우세목 수고, age: 임령) 

2. 임분수확량 예측

1) 임분재적 추정

직경분포모델을 이용하여 삼나무 임분재적을 추정한 결

과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으며, 식의 적합성은 약 65%

정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삼나무의 실제 재적값과 추정값

간을 비교한 바 <Figure 2>와 같이 나타났다. 편의(bias)가

약간 큰 값(6.3836)을 갖는 것은 재적량 단위가 백단위 이

상이면서 실측 재적과 예측 재적 상호간 잔차분포의 범위

가 넓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측치와 예측치 간

의 분산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삼나무 재적을 예측하

는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사

된 국내 삼나무 생육집단의 노령기 자료의 부재로 50년

이상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추후 이를 보완할 기회가 있으면 조사, 분석을 통하여 장

기적인 정밀 예측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임분생장량 평가 및 예측표

삼나무 임분의 수확량을 알 수 있는 임분수확표를 상기

의 추정식들을 이용하여 조제한 결과 아래와 같으며, 분

석 결과 조제된 수확표 상 지위 14에 의하면, 25년생일 때

연평균생장량(Mean annual increment, MAI)이 7.6 m3/ha

인 것으로 나타나며, 임목축적 190.1 m3/ha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기존 개발한 임분수확표(2014)의 편백

(160 m3/ha)과 비교하였을 경우, 약 20 m3 정도가 높아 남

부지역의 주요 수종인 두 수종을 놓고 볼 때 지력에 따른

생장율이 편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종임을 알 수 있었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령 25년 전후에 최대 연평균

생장(MAI)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앞서 Kim et al.(1977)

이 연구하여 언급한 35년보다 10년이 빠른 시기이다. 그

러나 요즘 대부분의 수종별 임분수확표에 있어서도 MAI

최대 시기는 임령 20~30년이 대부분이다. Terasaki(1964)

가 밝힌 일본 秋田지방 삼나무의 MAI 최대 시기가 60년

이라고 한 것과는 비교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

라에서 이러한 장기간의 MAI를 갖는 수종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3.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산정

임분수확표 상의 임목재적과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여

SI e

log H
D

( ) 13.203882
1

age
--------

1

30
------–⎝ ⎠

⎛ ⎞×+

=

Figure 1. Site index curve in Cryptomeria japonica stand.

Table 4. Test statistic for stand volume equation in Cryptomeria

japonica stand.

Species FI SEE Bias MAD

 Cryptomeria japonica 0.7551 63.2729 6.3836 63.2950

Figure 2. Comparison between measurement volume data
and prediction volume data in Cryptomeria japonica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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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장량 및 흡수량을 산정한 결과 다음과 같다. 연간

탄소흡수량 최대 시기는 역시 임령 25년에 2.14 tC/ha/yr,

7.83 tCO
2
/ha/yr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타 침엽수와

비교해 보면, 편백(7.5 tCO
2
/ha/yr)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

이나, 다른 침엽수인 잣나무 10.4 tCO
2
/ha/yr, 낙엽송 11.2

tCO
2
/ha/yr 보다는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기

준 1본에 대한 탄소흡수량은 6.0 kgCO
2
/tree인 것으로 계

산되는데, 이는 편백(4.6 kgCO
2
/tree) 보다 높은 수치이나,

잣나무, 낙엽송 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참고적으로 우리나

라 전체 침엽수 1본의 평균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약 7

kgCO
2
/tree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2). 

결 론

우리의 입장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세계 각국

의 목재자원 보호정책 및 원목가격 상승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간 조림하여 성공한 목재를 이용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이 어느 정도의 생장

과 수확이 가능한 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나무에 대한 임분수확표

를 조제함으로써 지역별로 또는 지위별로 현재의 임목생

장량 평가가 가능하며, 또한 장래 수확량을 예측할 수 있

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주로

남부 및 난대지역에 생육하는 삼나무가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등으로 생육지가 북상할 것에 대비하여, 과연

환경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 수 있는 척도

인 탄소 및 이산화탄소 저장과 흡수량을 산정해 보았다. 

삼나무는 편백과 함께 남부지역의 주요 조림수종인데,

동일한 입지여건(지위)을 고려할 때 삼나무의 생장이 약

간 우세한 것(약 20 m3/ha)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탄

소저장 및 흡수량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잣나무,

낙엽송 등과 비교할 때는 탄소저장 및 흡수량이 약간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삼나무의 생장이 가장 높

은 시기는 임령이 약 25년정도에 이를 때 였으며, 이는 타

수종과 유사한 경향이었다. 

추후 삼나무 생장에 대한 보다 정밀한 생장 및 환경적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 주 생육지를 생태권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다양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으

며, 또한 삼나무 노령기에 대한 정보 확보로 장기적인 임

분수확량의 정확한 예측 및 이용적 측면을 보다 폭 넓게

구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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