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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탄소 저장 관점에서 현재의 국산 목재 자원의 이용 형태를

평가하고, 미래의 효율성을 증가를 위한 탄소 계정 방법 평가 및 시나리

오 분석을 통해 국산 목재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산 원목이 제조 단계에서 산업 단계까지 투입되는 흐

름을 추적하고 제재목의 생산 효율성을 원목의 산지(국산/수입)와 수종

(침엽수/활엽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재목의 생산 현황을 분석

함으로써 순차적인 목재 이용을 위한 우리나라 산림 관리 부문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목재 이용에 따른 수확된 목제품

탄소축적량을 계정하고 방법간 계정 결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탄소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국산 목재 이용은

탄소 저장 효율이 낮은 이용 형태를 갖고 있었다. 둘째, Tier 2와 Tier 3

수준에 따른 수확된 목제품 탄소 축적량 계정 결과에 큰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제 수준인 Tier 2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수확된 목제품

에 저장된 탄소를 계정할 경우 Tier 3 수준과 비교하여 과대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목재이용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

장 높은 시나리오는 현행 정책 계획인 원목과 제재목의 생산 증가와 동

시에 장수명으로 제재목을 이용하는 목재 이용 패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탄소 저장 효율을 높인 시나리오로 우리나

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리나라 제재 생산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국산 원목을 가공

하는 제재소는 수입 원목을 가공하는 제재소에 비하여 생태적 효율성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목재 이용 구조가 국산 제재목은

반감기가 짧은 토목용재로 이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수입 원목을 가공한

제재목은 반감기가 긴 건축이나 가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활엽수

원목으로 생산한 제재목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으나 대부분 수입 활엽

수 원목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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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목이 주로 침엽수로 구성되어 있고 활엽수는 제재목으로 이용될 수

있기에는 경급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목재의 기후조절 기능인 탄소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체계를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위해 달성해

야 할 효율성 관점에서 목재 이용을 평가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생태적

건전성을 담보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기후변화 대응을 수립할 수 있는 정

책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주요어 : 수확된 목제품, 기후변화, 탄소 저장, 인벤토리, 효율성
학  번 : 2017-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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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하나로 채택되면서 생산과 소비 두 부문

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생태적 근대화는 경제 체제의 환경에 대한

재적응 및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부문에서의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면

서 친환경 생산성 향상이 미래 성장과 발전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제시

하였다. 친환경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자원 이용의 효율성

증가는 자원 이용 회전율(turnover)과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산업대사

(industrialmetabolism)의 질과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자원 이용 효율성

향상을 통해 생태계의 수행능력 향상과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인

간과 자연과의 공진화(co-evolution)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

갈 수 있다.

제17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제2차 교토 이행 기간부터 국가

탄소 인벤토리에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

해졌다. 국제사회에서 국산 목재의 탄소 저장 효과를 인정함에 따라 국산

목재 자원 이용에 탄소 가치가 추가되었다. 지속가능한 산림에서 생산된

국산 목재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이용할수록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

력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 벌채 시 목재 공급과 같은 산림의 공

급서비스는 증가하지만 기후 조절과 같은 다른 생태계서비스 제공이 감

소되는 상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국산 목재 이용 방법에 따

라 반대로 목재 공급과 기후 완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산 목재 자원 이용 방법의 중요성과 소비 부

문에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목재 자원이 산업재료로서의 가치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원

으로 부상함에 따라(Cowie et al., 2006) 탄소 가치를 고려한 국산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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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이용으로 우리 사회가 재적응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친환

경 가치를 가지는 국산 목재 자원 이용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목재 자

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자원 가치의 질적 증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

며, 이러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탄소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국산 목재 자원에 기후조절의 탄소 가치가 새로 부여됨에 따라 목재

자원의 이용 방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평가하여 탄소 효율성

관점에서 최적의 국산 목재의 이용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국산 목재 이용을 탄소 가치 측면에서 검토하는 연구는 국산 목재

이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국산 목

재 자원 이용을 위한 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2 주요 용어

수확된 목제품(Harvested Wood Products: HWP)은 목제품의 탄소저

장 효과가 제시되면서 과학적 용어로 등장하였다. 수확된 목제품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탄소 흡수원 중 하나이다1).

생태적 효율성(Ecological efficiency)은 생태계의 투입물 대비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효율성 개념이다2).

순차적(cascading) 목재 이용은 폐목재의 위계성을 고려하여 우선순

위에 따른 목재 자원의 배분과 연속적인 이용을 말한다3).

1.3 연구 문제

교토의정서 제2차 이행 기간에 자국의 산림에서 생산한 국산 목재에

한하여 목재 이용의 기후 조절 서비스가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산 목

재 생산이 산림의 기후 조절 기능의 확장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고는 대기 중으로 탄소의 방출을 지연시키는 저장소 역

1) 수확된 목제품의 온실가스 저장 효과 참고(16p) 
2) 생태효율성 개념 참고(9p)
3) 순차적 목재 이용 참고(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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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하면서 국산 목재 자원의 이용 방법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고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원이 될 수도 있다. 수확된 목제품

탄소 계정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계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었으

나 2015년 이후부터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과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다4).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목과 제재목의 생산을 늘리는 정책이 수립되

었다. 원목과 제재목의 양적 증가는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목제품이 빨리 폐기되거나 연료로 이용되는 이

용 형태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산림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방출을 증가시

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목재 이용의 탄소 효율

성에 관심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과 질문을 설정하였다.

1.4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목재 자원의 이용이 다른 생태계서비스와의 시너지를 이루

고 인간과 자연이 공진화(co-evolution)할 수 있는 체제로 나아가 지속가

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 부문의 생태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수확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량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산림 정

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고를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

부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효율적인 목재 이용이 담보되어야 정책 목표 달

성이 가능하다. 수확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량이 효율적으로 증가되기

위해서 국산 목재의 공급과 이용 부문에서의 역할이 필수적이나 어떠한

전략적 접근과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여 미

래의 모습을 그려보고 현재로 돌아와 새로운 통찰력으로 미래를 미리 대

응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시나리오 분

석을 통하여 수확된 목제품 탄소 감축 잠재량 영향 평가에 중점을 두고

4) 표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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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세부 연구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세부 목적은 첫째, 국산 목재 자원 이용이 탄소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규명하고, 둘째, 탄소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재 자원의

순차적 이용(cascading use)을 위하여 필요한 장수명 제재목의 공급의

관건인 제재산업의 효율성과 원목 특성 관계 규명하고, 셋째, 국산 목제

품의 탄소 저장 현황을 파악하고 탄소 계정 방법 간 탄소 저장량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넷째, 목재 이용 시나리오에 따른 수확된 목제

품의 탄소 감축 잠재량을 산정하여 미래의 국산 목재 이용의 탄소 효율

성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순차적인 이용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산 목재 이용의 효율성

을 평가하고 순차적 목재 이용의 관건인 제재업체의 효율성 분석 및 원

목 이용 현황을 규명하고, 국산 목재 이용의 탄소 계정 시 방법 간 차이

규명을 기반으로 목재 이용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국산 목재 이용 변화에

대한 탄소 감축 잠재량 평가를 수행하였다(표 1).

목재 이용 현황

국산 목재 이용 

현황 분석
 

· 순차적 목재 이용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산 목재 이용 현황 분석

제재업체의 효율성 

분석

· 목재 이용의 순차적 이용에서 강조되

는 제재목을 생산하는 제재업체의 생

산 및 생태 효율성 분석

↓

탄소 저장 현황
수확된목제품 탄소 

계정 방법 비교 

· 국산 목재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탄소 

저장효과의 계정 방법 비교 

 - 순차적인 목재 이용을 적용 가능한 

계정 방법(Tier 3)과 기본 방법

(Tier 2)의 계정량 비교 

↓

탄소 관점에서 

목재 이용

 효율성 분석

국산 목재 이용 

시나리오의 탄소 

감축 잠재량 산정 

· 국산 목재 이용 시나리오에 따른 탄소 

저장량을 계정하여 탄소 감축 잠재량

을 평가

표 1 연구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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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2.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개념은 1994년에 오슬로에서 열린

International Symposium on Sustainable Development(ISSD)에서 다음

과 같이 정의되었다; “천연자원 및 독성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기

본적 요구에 부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서비스와 제품의 수

명 주기 동안 폐기물의 오염 물질의 배출이 미래세대의 기본적 요구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서비스 및 관련 제품”(ISSD, 1994).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개념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되어

오면서 범위가 확장되었다. UNEP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소

비와 생산 시스템이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하는 동시에 모두

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으로 정의하면서 최근 널리 쓰

이고 있다(UNEP, 2011a).

지속가능개발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ISD)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아래와 같이 정

리하였다:

“1. 환경 파괴를 증가시키지 않고 미래세대의 자원 요구를 고수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2. 경제 성장과 환경 파괴의 분리,

-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자원과 에너지 집약을 줄이고 전과정(채취,

생산, 소비 및 폐기)에서의 배출 및 폐기물 감소

-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에너지와 재료 집약도가 낮은 상품

및 서비스 군으로 소비 패턴의 전환을 촉진

3. 생산 및 소비 프로세스의 모든 수명주기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수명주기 사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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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 증가로 인해 생산에서의 효율성 증가가 상쇄되는 리바운드

효과 방지(UNEP, 2011a; UNEP 2015)”.

2.1.2 생태적 근대화

국제사회는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에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새로운 개발 방향으로 설정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원, 투자방향, 기술발전 방향, 제도적 변화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잠재력을 향상시킨다”(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08개의 당사국에 의하여 합

의된 환경 및 개발에 대한 리오선언 원칙 11조에 따라 모든 국가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더 나은 삶의 질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환경법규를

제정해야 한다(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의제 21은 비즈니스와 산업 활동이 보다 효율적인 프로세스와 예

방적 접근, 청정기술 및 절차를 통하여 자원의 사용과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친환경적인 혁신은 비즈니스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OECD 보고서(OECD, 2011)에서

는 녹색성장 의제를 국가 차원에서 추구하는 데 있어 생태적 혁신이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생태적혁신은 환경영향을 줄

이고 환경부담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혁신을

포함하고 있어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촉매역할

을 할 수 있다. 녹색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역과 국가 단위에서 나

아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의제 21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UNEP,

2011b).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20)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지속가능발전목

표(SDGs) 중 12번째 목표로 수립되었다(UN General Assembly, 2015).

세부 목표 12.2은 2030년까지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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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달성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UN General Assembly, 2015). 지속

가능한 생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태적 혁신이 제시되었다.

생태적 근대화의 기본 가정은 경제 성장 및 산업 개발의 환경에 대한

재적응과 관련된다. 경제와 생태계의 경계를 내면화함으로써 서로 간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유리한 관계로 결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공기,

물, 토양, 생태계 등의 환경 매체와 천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한 친

환경 생산성은 기존의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과 같은 하나의 방식으

로 미래 성장과 발전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구체적 방법적

접근으로 환경 관리,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청정 기술, 유해 물질의

대체, 친환경적 제품 설계와 같은 제품 및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뿐만 아

니라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 증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혁신은 자원의

이용 회전율(turnover)과 배출량을 줄이고 산업대사(industrialmetabolism)의

질과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공진화(co-evolution)와

환경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태적 근대화에서는 자연 보호와의

상충관계를 동반하는 인간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인간의 역할

에 있어 다원주의(pluralism) 방식이 접근된다. 정부, 시장, 기업, 시민사

회의 다층적 거버넌스 방식이 국제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거버넌스적

접근과 함께 강조되는 것은 구조변화에 대한 혁신이다. 구조적 혁신에

대한 강조로 생태혁신(eco-innovation)과 이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다

양한 사회적 요인(과학, 경제, 제도, 법률, 정치, 문화)의 상호작용에도 초

점을 맞추고 있다(Klemmeret al., 1999; Huber, 2004).

생태적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 행동, 제품 및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개발 및 적용하여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적으로 명시한 지속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Rennings

2000). 생태적혁신은 새로운 기술이나 더 경제적인 저감 기술을 통하여

오염을 조절하고, 친환경 제품과 청정한 공정,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운

송, 폐기물 감소를 위한 기술혁신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갖고 있

다(Kemp and Pontoglio, 2011). 이는 생태적 효율성’이나 ‘에코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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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자주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생태적혁신은 부정적인 환경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줄이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적화함으로써 새

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때문에 생태적 혁

신은 환경 효율성과 환경산업의 개념과 함께 환경기술의 개발 및 이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Sarkar, 2013). 초기의 생태적혁신은 생산과 공

정 범위에서의 친환경적인 혁신에 집중하였지만(Fussler and James

1996), 경영시스템이나(Kemp and Arundel 1998), 새로운 시장 형성

(Little, 2005), 조직에서의 생태적 혁신(Charter and Clark 2007), 제도적

인 접근(OECD. 2009b; OECD. 2009a), 자원의 물질흐름과 사회와 시장

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부문의 생태적혁신으

로 범위가 확장되면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EIO, 2012).

2.2 생태효율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2.2.1 자원 효율성

자원 효율성의 개념은 더 적은 양의 투입으로 기존과 동일하거나 향상

된 산출물을 달성하는 것이다. 경제계, 산업 부문(sector), 회사, 개인 단

위에서 사용하는 자원 이용의 효과성을 나타낸다(UNEP, 2015).

자원 효율성은 새로운 기술과 관련한 분야에서 고용 기회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원 효율성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

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OECD, 2015).

자원 효율성은 자원 투입 대비 산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증가시켜

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원 집약도(부가가치 대비 자원 이용량)를

낮추어 달성할 수 있다(UNEP, 2015). 목재의 경우 자원의 투입 대비 부가

가치 대상이 되는 화폐가치 또는 탄소가치를 적용함으로써 목재 자원 투

입 대비 경제적 성과 또는 목재 자원 투입 대비 탄소 가치의 효율성을 평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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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생태효율성 개념

생태효율성에 대한 개념은 생태적 효율성(ecological efficiency), 에너

지 효율성(energy efficency), 생태적 효과성(ecological effectiveness)으

로 구분된다. 생태적 효율성은 먹이사슬 관계 혹은 다른 영양 단계에 있

는 두 종 집단사이에서 생물체량이 전달되는 비율이다. 에너지 효율성은

생물체를 대상으로 투입된 에너지 대비 산출된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생태적 효과성에서는 자연에서 쓰레기나 폐기물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물질은 생물체에 의해 영양소로 쓰이며 이를 생태적 효과성으로 정

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W. McDonough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효율성을 생태계로부터의 투입물 대비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효율성으로 정의하였다. 목제품 생산의 생태적 효율성을 생태계에서 생

산되는 목재 자원의 투입 대비 경제적 성과로 적용하였다.

2.2.3 탄소 저장 효율성

일반적으로 탄소 효율성(Carbon Efficiency)은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

하는데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이용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탄소 효율성으로 쓰기도 하고(Alexopoulos et al., 2018;

In et al., 2019)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를 탄소 효율성을 쓰기도 한다

(Gallego-Álvarez et al., 2015; Lee et al., 2015). 반면 친환경 효율성 지

표에서는 경제 활동으로 인해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환경에 부정적

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탄소발자국, 물

발자국 등 많은 친환경 지표가 환경으로부터의 자원 채취나 오염 물질의

배출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를 지표화하고, 또한

탄소상쇄사업과 같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으로 생산된

탄소량을 계량화하여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상쇄사업의 경우 제조업체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

키는 사업과 함께 산림탄소상쇄사업과 같이 탄소를 대기 중으로부터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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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는 유형의 사업이 있다. 탄소 저장 효율성은 수확된 목제품이 저장하

는 탄소량의 변화에 따라 목재 이용에 대한 탄소 저장 효율성이 달라지

므로 단위 원목 투입에 대한 탄소 저장 효율을 측정할 수 있다.

UNEP(2015) 보고서에서는 자원효율성을 자원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 산

출로 정의하였다. 국산 목재에 탄소를 저장하는 기능이 인정됨에 따라 수

확된 목제품이 저장하는 탄소 가치가 목재 이용의 부가적인 가치로 부여

되었고 목제품을 오래 이용할수록 탄소 가치가 늘어나고 같은 양의 목재

를 더 오래 이용할수록 더 많은 탄소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 <수식 1>과 같이 탄소 저장량을 목재 투입량으로 나눈

값을 탄소 저장 효율성(Carbon Storage Efficiency; CSE)으로 정의하였다.

 목재투입량탄소저장량    수식 1 

2.3 목재 자원의 생태효율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2.3.1 생태계서비스

2.3.1.1 생태계 서비스 개념 및 정의

생태계는 인간의 웰빙과 건강, 생계 및 생존에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

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Costanza et al., 1997;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EA) 2005; TEEB Foundations 2010; TEEB

Synthesis 2010; Costanza et al., 2014). 기후변화와 생물권 온전성

(biosphere integrity) 유지를 통해 인류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으로 연구 및 정책 영역에서 생

태계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Braat and de Groot,

2012; Costanza and Kubiszewski, 2012). 생태계서비스는 1970년대에 자

연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가 제기된 이후 1990년대에 지속가능성

에 대한 과학의제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 정책의제로 자리매김하였다(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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όmez-Baggethun et al., 2010). 생태계서비스는 새천년생태계 평가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EA) 보고서에서 “인간이 생태계

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정의되었다(MEA, 2005).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The Intergovernmental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BES)에서는 “자연의 인간에 대

한 기여 (Nature’s Contributions to People; NCP)”로 정의하면서 생태계

와 인간의 관계를 재평가하였다.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및 국가 전문가들

의 참여와 공개 검토를 통하여 투명하고 포괄적이며 참여적인 방식으로

구축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을 제시하였다(Diaz et al.,

2015). 이 프레임은 생태계서비스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과 지식체계, 이

해관계자, 세계관의 측면에서 포괄적인 프레임이 자연의 다원적 가치체

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제 활동과 연계

된 프레임이 접근되지는 않으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세밀하고 포괄

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프레이밍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중적인 가치를 갖

는 생태계의 경제적 가치평가들이 제도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되고 있다.

UNEP에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경제학(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보고서를 작업하였고(TEEB Foundations, 2010), 미디

어에서 관심을 갖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확산되었다.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언론매체에서 주류적인 중요

개념으로 자리잡히고 비즈니스적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지되고 있

다.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위원회(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서도 생태계서비스에 대하여 적극적

으로 지원하고 개발하기 시작하였다(WBCSD, 2011; WBCSD, 2012). 생

태계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넓이고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시행되고 있다(Costanza and Kubiszewski, 2012).

자연 자산이 장기적으로 인간의 웰빙과 복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

한 요소로서 기능하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역할을 포괄적으로 넓게 이

해해야 한다(Costanza et al., 2014). 인간의 웰빙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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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개인과 사회, 경제, 생태계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의 혜택을 인식하는 프레임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미

래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이다(Costanza et al., 2014). 인간의 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기여도의 상대적인 크기를 추정하는 것은 생태계서

비스에 대한 인식의 프레임을 변화하는데 중요하다(Costanza et al., 2014).

2.3.1.2 생태계서비스 종류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 상품과 서비스로서 가치평가를 하

기 위한 분류 체계에 대한 연구가 발전되었다(Daily, 1997; MEA, 2005;

Dias et al., 2015; IPBES, 2019). 생태계서비스의 종류는 생태계서비스의

기능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처 제공, 영양염류 순환 등의 지지서비스

(Support services), 목재, 연료, 약재, 유전자원, 음식 등의 공급서비스

(Provisioning services), 기후 조절 등의 조절서비스(Regulating

services), 여가, 휴양, 심미적 가치 등의 문화서비스(Cultural services)로

구분하였다(MEA, 2005). IPBES(2019)에서는 NCP를 평가하는 18가지

지표를 세부 생태계서비스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물질적 NCP, 비

물질적 NCP, 조절 NCP로 구분하면서 종래의 공급서비스와 문화서비스

를 각각 물질적, 비물질적 NCP로 구분하고 지지서비스와 조절서비스를

조절 NCP로 구분하고 맥락 중심으로 재분배하여, 종래의 인간이 생태계

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받아 복지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접근한 것에서

나아가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의 과정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IPBES(2019)에서는 전지구적으로 생물자원이 무생물 환경과 함께 인간

에게 기여하던 조절 NCP가 생물다양성 감소로 인하여 함께 줄어든다고

언급하였다. 보고서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향후 물질 NCP는 상당히 증가

하면서 인간의 자연 자원의 채취와 남용이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하여 조

절 NCP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2.3.2 목재 자원의 생태계서비스 상충관계

산림은 목재, 휴양, 생물다양성, 서식처 제공 등 인간에게 직·간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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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Costanza et al., 1997), 최근 기후변화

를 완화하는 탄소 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Canadell

and Raupach, 2008). 산림 관리 방법에 따라 산림이 순 탄소흡수원이 될

수도 배출원이 될 수도 있어(Dixon et al., 1994)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강도를 줄이는데 산림 관리 방법이 중요

하다(Birdsey et al., 2006).

산림은 육상 생태계 생물다양성의 많은 부분을 지지하고 있고

(Lindenmayer and Franklin, 2002) 산림의 생물다양성을 통해 인간은 식

량자원과 휴양 등을 공급받는다(Daily et al., 1997). 이와 같이 산림은 목

재와 함께 여러 중요한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반면 목재 공급

과 규제 및 문화 생태계 서비스 간의 강한 상충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Bradford and D’Amato, 2011). 이러한 상충관계로 인하여 목재 공급서

비스를 최대화하는 산림 관리 방법은 전체 생태계서비스를 함께 최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Schwenk, 2012).

그림 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고

2011년에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수확된 목제

품에 저장된 탄소를 제2차 이행 기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가장 보수적

인 범위에서 합의하였다. 자국의 산림에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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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란 국산 목재의 탄소 저장 기능에 한하여 목재의 기후 조절 서비스가

인정되고 시장재로 활용 가능해졌다. 이로써 국산 목재 자원은 산림의

목재 공급서비스와 함께 기존의 상충관계에 있었던 기후 조절 서비스인

탄소 가치를 이용 단계에서 보유하는 자원이 되었다. 기존의 상충관계에

있던 기후 조절 기능은 국산 목재를 오래 이용하는 방법, 즉 내구성 있

는 제품을 만들고 재활용하여 목재 자원이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증가될 수 있어 목재 자원의 지속가능한 소비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생태계서비스와의 균형을 위해서 목재 자원의 이용 단

계에서 제공하는 시장 및 비시장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정량화하

는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Farley, 2008).

2.3.3 순차적(cascading) 목재 이용

자원 이용의 우선순위에 따른 순차적 이용(Sikkema et al., 2016)이 국

가 차원의 목재 자원 이용에서 강조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3). 목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제재목과 같이 내구성이 높고 부가

가치가 높은 제품에 먼저 원목을 사용하고 보드재 등으로 재활용한 이후

마지막 이용 단계에서 에너지로 회수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Wakelin

et al., 2020). 폐기물의 계층 구조(waste hierarchy) 개념에 따라 폐목재

는 다른 위계를 갖는다(European Commission, 2008). 이러한 위계성을

고려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는 ISO 14021 환경 라벨 및 환경선언(Environmental

Label and Declarations - Self-declared environmental claims (Type II

environmental labelling))에서 폐기물을 전소비자 물질(pre-consumer

material)과 후소비자 물질(post-consumer material)로 구분하였다. 이는

폐기물의 위계성으로 인해 어떠한 폐목재는, 예를 들어 화학물질이 전혀

묻어 있지 않는 제재목의 경우, 쓰레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처리

없이도 원자재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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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폐가구나 방부재가 처리된 목제품의 경우 보드재나 연료로 이용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처리를 통해 자원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폐목재는

재활용되기보다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어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후소비자 폐기물(post-consumer waste)로 구분이 된다.

이러한 개념은 아직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의 위계성에 대해 연구 방법에 적용하지 않고 개념적인 차이만 정

리하였다. 한편 한국의 폐목재 재활용에서는 폐목재 등급(1~3등급)에 따

라 재활용이 용도와 방법이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표 10).

순차적 목재자원 이용의 필요성은 목재 자원 공급의 유한성에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재생가능한 자원인 목

재의 에너지 수요가 최근 크게 증가하였다(Heinimo and Junginger,

2009; Bais et al., 2015). 파리협정에 따라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재

생 에너지인 목재의 에너지 수요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데 저탄소 녹색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목재를 포함

한 바이오매스 이용을 중요한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다(Keegan et al.,

2013). 목재의 친환경, 저탄소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나(Petersen and

Solberg, 2005) 목재의 지속가능한 공급 수준보다 증가하는 수요는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 수 있다. 목재자원에 대한 경

쟁이 증가되고(Hagemann et al., 2016) 다른 생태계서비스와 상충관계를

야기할 수 있다(Bradford and D’Amato, 2011). 목재 자원의 수요 증가로

인한 산림벌채의 증가는 산림 생태계의 퇴행천이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

킬 수 있어(Haberl and Geissler, 2000) 계정을 통한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목재 자원 이용의 효율성 증가는 산림 생태계에 가해

지는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

국산 목재 자원의 공급이 유한한 가운데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축적량

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양적 증가와 질적인 증가로 구분할 수 있다.

양적 증가 방법으로 벌채 수확량 증가와 제재목, 보드재 등의 목제품 생

산 증가가 있으며 질적 증가로는 제재소의 기술효율 증가와 재활용 증가

등이 있다. 질적 증가는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이용의 효율을 높여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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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목재량이 목제품으로 생산될 수 있고 재활용을 통한 목재자원의 재이

용은 이용 중인 수확된 목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생산 공정 최적화

와 HWP 수명 연장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수확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

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Lun et al., 2012).

2.4 수확된 목제품의 온실가스 저장 효과

2.4.1 수확된 목제품의 기후변화 완화 효과

산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소를 산림 내 저장한다. 산

림 관리 및 재조림 개선을 통하여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Griscom et al., 2017). 산림은 세 가지

기후변화 완화 효과를 갖는다(Wakelin et al., 2020). 첫째, 수목이 성장하

고 고사하는 과정에서 대기와 탄소 순환의 상호작용을 갖는다. 산림은 탄소

흡수원과 공급원, 저장소 역할을 한다. 둘째, 수확된 목제품의 수명 주기 동

안 탄소를 저장하다가 부패 및 연소 과정을 통해 탄소를 대기 중으로 다시

환원한다. 셋째,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 및 바이오매스가 철강, 플라스틱, 화

석연료 등 화석연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대체할 시 상대적인 온

실가스 배출 차이만큼 감축되는 대체효과를 갖는다(IPCC, 2014).

2.4.2 수확된 목제품의 온실가스 저장 효과

수확된 목제품(Harvested Wood Products; HWP)은 대기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체내에 고정하여 탄소의 대기 방출을 지연시킴으로써 기후

변화를 완화시킨다. 벌채 시 상당한 양의 탄소가 산림에서 배출되지만

수확된목제품을 폐기하거나 연소 전에 계속 목제품에 저장된다(예: 건축

자재, 가구, 종이 등으로 목재에 저장) (IPCC, 2014). 때문에 수확된 목제

품을 이용 하면 산림벌채 후 이산화탄소가 즉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중인 시간 중에 이산화탄소를 목제품 내에 격리시키는

효과가 있다(Kim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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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 효과가 1996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 지침에 처음 제안되었다. HWP 탄소 계정

접근법은 IPCC 기본 접근을 포함하여 축적변화접근법, 생산접근법 및

단순부후접근법, 대기 유출입 접근법이 제시되었다(표 2). 각각의 접근법

은 목재의 생산국과 소비국에 대해 산림에서의 탄소 흡수, 수확된 목제

품의 탄소 저장, 탄소의 배출 계정을 각기 다르게 할당하고 있다. 각각의

접근법은 목재 생산국과 소비국에 따라 다른 탄소 수지 결과를 갖게 하

였다.

HWP 
탄소계정 
접근법

인벤토리 작성 

HWP 탄소흡수량 
계정내용

저장계정 배출계정
산림의 
흡수량 
산정

HWP 
흡수량 산정 계정국가

계정국가 대상목 계정국가
IPCC 

기본 접근법
생산국가 - - - -

축적변화 
접근법

생산국가 전체 소비국가 소비국가
소비된 목제품의 

축적변화량
생산 접근법 
및 단순부후 

접근법
생산국가

생산목재, 
제조목제

품
생산국가 생산국가

국내 생장 목재 
축적 변화량

대기유출입 
접근법

생산국가 전체 생산국가 소비국가
국내 생장 목재 

축적 변화량 
+수출량-수입량

(출처: 장은경, 2012 재수정)

표 2 수확된 목제품 탄소 계정 접근법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2차 교토 이행 기간에 HWP를 하나의

탄소 저장고로 인정하는 것에 당사국들이 합의하였다(CMP, 2011). 제안

된 위의 접근법 중 생산접근법이 채택되었다. 다만 기존에 제안된 생산

접근법을 보수적으로 채택하면서 탄소 저장 효과가 인정되는 목재의 범

위는 자국의 산림에서 자란 국산 목재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각 당사

국에서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고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하나의 수단

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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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확된 목제품 탄소계정에 대한 선행 연구

2.5.1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효과에 대한 정책적 관심

수확된 목제품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탄소저장 효과가 제시되면서

과학적 용어로 등장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하나의 탄소 저장

고로 이용될 수 있기에 정책적 관심을 받으며 정책 안건의 용어로 쓰이

고 있다. 수확된 목제품에 관한 연구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수확된 목제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수확된 목제품

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수확된 목제품 연

구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수확된 목제품 연구에서 등장하는

단어를 시계열에 따른 빈도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빈도 분석을 위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은 문서에 언급된 단어의

빈도, 주제어 분석 등을 통해 문서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맥락을 파악하는

데 과거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한 해석에서 나아가 단어의 빈도

수, 주제어 간 관계 등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도출하는 기법이다.

수확된 목제품은 탄소 저장고로 인정되어 교토의정서 제2차 이행 기간

동안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하나의 탄소 저장고로 적용 가능하다.

수확된 목제품에 대한 연구는 국가 범위에서 인벤토리 작성 시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량과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

공하는 필요성을 가짐에 따라 국가 수준에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연구되

었다. 수확된 목제품의 연구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은 국가 인벤토리 작성

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각 당사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고에 대한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의 흐름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web of science’ 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1901

년부터 최신까지 제목, 주제어, 초록에 “harvested wood product*”가 포함된

연구를 검색하여(자료 검색일: 2020년 7월 기준) 161개의 연구를 수집하였다.

수확된 목제품은 목재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량을 계정하는 IPCC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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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다. 수확된 목제품 용어는 1996년도

IPCC에 목제품의 온실가스 저장효과를 제안하면서 등장하였으며 이후 공

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수확된 목제품은 IPCC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

하는 단어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제품의 온실가스 감축량 계정의 뜻

을 내포하고 있다. 수확된 목제품 연구의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제목, 주제어, 초록을 이용하였다. 주요 단어를 추출하는데 조사, 관사 등의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였고, 관련이 없는 doi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순차

적으로 삭제하여 추출한 단어 모음을 이용하여 시계열에 따른 주요 빈출

단어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최초 연구가 등장한 1997년도부터 국제적 합의 이전인 2010년, 2011년

부터 2015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 단계로 구분하여 수확된 목제품

탄소 계정에 대한 시계열적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97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계정 방법과 접근법, 계정의 정확성과 관련

된 불확실성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HWP 계정 접근법 및 범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진 제11차 기후변화당사국회의가 열린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기존의 접근법 ‘approach(접근법)’에 대한 연

구 빈도가 낮아지고, ‘sequestration(탄소 격리)’에 대한 빈도가 증가했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result(계정 결과)’가 등장했다. 이 기간에는 국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시킬 경우 감축될 수 있는 탄소흡수량을 계정

하는 연구들이 중심적으로 발표되었다. 2016년도에서 2020년까지는 기존

에 없었던 ‘sector(분야)’와 ‘impact(영향)’, ‘scenario(시나리오)’가 주요 키

워드로 등장하였고, ‘potential(잠재량)’이 부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HWP 탄소 축적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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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에서 수확된 목제품으로 검색된 161개 연구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시계열 빈도

분석 결과, 검색일자: 2020.07.06)

순서 전체 1997~ 2010 2011 ~ 2015 2016 ~ 2020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carbon 1112 carbon 120 carbon 407 carbon 566

2 wood 695 wood 111 wood 238 forest 351

3 forest 613 products 97 forest 188 wood 332

4 products 549 forest 67 products 180 products 259

5 harvested 341 hwp 58 emissions 126 hwp 194

6 emissions 339 harvested 47 harvested 117 emissions 173

7 hwp 329 approach 39 change 100 harvested 165

8 change 303 stock 38 climate 98 mitigation 163

9 climate 272 change 37 hwp 76 change 161

10 mitigation 230 emissions 37 use 68 climate 157

11 use 227 use 36 forests 64 use 121

12 management 197 management 34 management 64 forests 99

13 forests 192 method 30 sequestration 58 management 96

14 sequestration 167 forests 27 mitigation 57 sector 88

15 production 155 storage 27 storage 56 biomass 85

16 biomass 146 accounting 26 results 54 sequestration 82

17 stock 143 production 25 model 52 production 78

18 approach 141 greenhouse 23 approach 47 harvest 75

19 storage 131 sequestration 22 production 47 potential 74

20 model 130 using 22 biomass 43 substitution 71

21 sector 125 forestry 21 energy 43 ghg 68

22 results 124 gas 21 ghg 42 stocks 68

23 ghg 118 model 21 greenhouse 40 results 60

24 greenhouse 117 methods 20 stock 40 bioenergy 59

25 harvest 115 uncertainty 20 gas 39 impacts 59

26 stocks 115 approaches 19 net 39 scenarios 59

27 substitution 115 estimates 18 data 38 stock 58

28 potential 114 stocks 18 increase 38 analysis 56

29 accounting 112 biomass 17 using 37 energy 56

30 Energy 112 data 16 potential 36 net 56

7,579 1,114 2,532 3,989

표 3 수확된 목제품에 관한 연구의 주요 키워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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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수확된 목제품 탄소계정에 대한 연구사

2.5.2.1. 수확된 목제품 탄소 계정의 방법에 관한 연구

2.5.2.1.1 수확된 목제품 탄소 계정에 관한 개념

Cowie et al.(2006)은 수확된 목제품의 기후변화 완화 효과와 계정 방

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리하고 핵심개념에 대한 모호성과 다양

한 해석에 대해 조명하였다. Tonn and Marland(2007)는 수확된 목제품

의 계정방법과 온실가스 감축 및 목재산업에의 인센티브 가능성을 소개

하는 개념을 연구하였다. 일본에서는 목재연구회를 중심으로 목재와 관

련한 학회, 조합 및 NGO 기관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수확된 목제품에 대

한 개념을 공유하고 목제품의 새로운 가치에 따라 일본의 목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수확된 목제품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

고 사회경제적 방향에 대한 합의 기반을 구축하였다(Tonosaki, 2009). 국

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 기존 학계에서 제시된 접근법과 방법론에

대한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산림과 수확된 목제품의 기후변화 완화

효과, 상충관계에 대하여 소개하고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를 효율적으로

저장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고(Pingoud et al., 2010)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 계정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었다

(Marland et al., 2010).

2.5.2.1.2 접근법 및 계정 방법

수확된 목제품이 갖는 기후변화 완화효과를 규명하고 계정하는 연구들

이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수행되었다(Price et al., 1997;

Ford-Robertson et al., 1999; Nabuurs and Sikkema, 2001). 수확된 목제

품의 계정 방법이 새롭게 제시되었고(Ford-Robertson et al., 1999) 계정

접근법에 따라 산정식 인자가 계정 결과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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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수행되었다(Skog et al., 2004). 계정방법의 불확실성에 미치는 요

인의 정도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계정요소에 대한 불확실

성 영향 정도를 평가하였다(Skog et al., 2004). 이후 연구에서 수확된 목

제품의 탄소계정 접근법별 방법의 산정식에 대해 요인분석, 아노바 분석,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인자 변화에 따른 계정 결과값의

분포 변화를 통하여 각각의 인자가 전체 계정 결과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

는 연구가 수행되었다(Saud et al., 2015).

2.5.2.1.3 계정 접근법 비교

학계에서 제안된 수확된 목제품의 계정 접근법들-축척변화 접근법

(Stock Change Approach), 생산 접근법(Production Approach), 대기유출

입 접근법(Atmospheric Flow Approach)-은 각기 다른 계정 범위를 갖

고 있어 각국의 산림관리 방법과 목재 생산 및 소비 패턴에 따라 계정

접근 방법별 탄소 수지에 미치는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Nabuurs

and Sikkema, 2001). Nabuurs and Sikkema(2001)은 축척변화방법에 대

하여 정확한 계정과 단순함을 결합하는 장점을 강조하며 장수명 목제품

의 이용과 바이오매스 이용,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정 접근법이 채택되었을 경우 세계 수준에서 산림

관리와 각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UN기후변화협약 과학기술자

문기구(UNFCCC SBSTA)에서는 2005년에 각 당사국에 기존에 제안된

계정접근법(축척변화 접근법, 생산 접근법, 대기유출입 접근법)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후 계정 접근법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등장

하였다. 2006 IPCC 가이드라인에 소개된 수확된 목제품 탄소 계정으로

제안된 네 가지 방법을 평가하였고(Hashimoto, 2008), HWP 탄소축적을

추정하는 세 가지 방법(1. Winjum 방법, 2. tier 2 수준 방법, 3. tier 3

수준 방법)을 비교하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불확실

성을 평가한 연구가 포르투갈에서 수행되었다(Dias et al., 2009). 아시아

국가에서도 계정 접근법을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Le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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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1)은 IPCC에서 제안된 세 가지 방법(축척변화 접근법, 생산 접근

법, 대기유출입 접근법)을 FAOSTAT 자료를 이용하여 수확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량을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계정하고 방법 간 결과값을 비

교하였다(Lee et al., 2011).

2.5.2.1.4 기타 평가

경제적 관점에서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계정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수

행되었다. Nepal et al.(2012)은 미국 미시시피주를 대상으로 장벌기 산림

경영을 통한 수확된 목제품을 포함한 산림의 탄소 축적량을 정량화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벌기령 연장으로 제재목, 합판 등의 장

수명 목제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벌기령

연장으로 수확된 목제품에 16.11m3/ha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65년 벌기령을 5년 내지 10년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주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Peters et al.(2012)

은 국제 무역을 통한 지역 간의 탄소 이동을 살펴봄으로써 무역의 수입

국과 수출국의 지위에 따른 탄소 수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국제 무역으로 상당한 세계 탄소 배출량의 상당한

부분을 갖고 있으며 특히 149MtC의 탄소 배출이 수확된 목제품에서 일

어나며 이는 전체 원목 수확에서의 40%를 차지한다고 주장하였다.

2.5.2.2 국가 사례 연구

2.5.2.2.1 국가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HWP 탄소 계정

국가 탄소 인벤토리 작성을 위하여 국가 사례의 수확된 목제품 탄소계

정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뉴질랜드는 접근법별 자국의 이해관계를 일찍

이 규명하였다(Ford-Robertson et al., 1999). 네덜란드 국가사례 연구에

서 LUCF 탄소 균형이 목제품 계정 방법에 따라 흡수원에서 배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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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Nabuurs and Sikkema, 2001). 스웨덴 사례에

서는 산림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웨덴은 대안적인 계정 방법으로

국가 탄소 수지의 34%에 영향을 미치며(Nabuurs and Sikkema, 2001),

가봉 사례에서 conversion forestry인 가봉의 특성상 산림벌채로 인한 온

실가스 배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목제품 탄소계정의 대안적인 방법론이

LUCF 탄소수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Nabuurs and Sikkema, 2001). 아일랜드 사례에서 IPCC에서 제안된 세

가지 방법(축척변화 접근법, 생산 접근법, 대기유출입 접근법)에 대하여

아일랜드의 탄소축적량을 추정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Green et al.,

2006). EU의 25개국을 대상으로 Frankfurt Harvested Wood Products

모델을 이용하여 접근방법(축척변화 접근법, 생산 접근법)에 따른 계정

차이를 비교하였다(Kohlmaier et al., 2007). 이 연구의 후속으로 AP6 국

가들(Australia, China, India,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cluding Canada)을 EU 25개국의 HWP 탄소 저장량 평가와 동

일한 모델(Frankfurt Harvested Wood Products Model)을 이용하여

AP6 지역과의 탄소 계정 결과와 비교하였다. HWP로 감축된 이산화탄

소 비율은 EU 평균을 1로 봤을 때 AP6 국가의 탄소 저장량은 유럽 대

비 0.3~1.7%로 다양했으며, AP6 국가의 평균은 0.8%로 추정되었다

(Kohlmaier et al., 2008). 미국에서는 IPCC에서 제공한 계정 접근법에

기반하여 WOODCAEB 모델 II을 엑셀을 이용하여 생산 접근법과 대기

유출입 접근법을 적용한 미국의 HWP 온실가스 감축 추정량을 비교하였

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Skog, 2008). 독일은 독일 중부 지역 튀링겐 주립 산림에서 벌목된 목

재의 이용을 조사하였다. 제조된 1차 목제품의 탄소 축적량과 수명을 정

량화하였다(Profft et al., 2009). 핀란드 사례 연구에서는 산림과 수확된

목제품의 기후변화 완화효과에 대하여 소개하고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

고 저장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핀란드의 기

존 조림 지침에 기반한 임업 관행보다 더 나은 장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Pingoud et al., 2010). 일본 사례에서는 자국의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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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의 목제품을 이용한 대체효과 및 저장

효과를 추정하였다. 모델의 결과는 대기흐름 접근 방법이 대량의 배출을

야기하며 새로운 목조건축물 및 목재가구의 비율이 2050년까지 점진적으

로 70%로 향상되고 기후변화 완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

었다(Tsunetsugu and Tonosaki, 2010). 대만 사례 연구는 IPCC에서 제

안된 세 가지 방법을 FAOSTAT 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부터 2008년까

지 기간 동안 수확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량을 비교하였다(Lee et al.,

2011). 미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 수확된 목제품 탄소계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90~2008년까지 수확된 목제품을 포함한 미국의 산

림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측정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간 순 흡

수의 89%는 산림생태계에 있고 나머지는 수확된 목제품으로 추가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Heath et al., 2011). 포르투갈 사례 연구는 AFOLU

탄소수지에 대한 수확된 목제품의 기여량을 추정하였다. 세 가지 접근

방법(축척변화 접근법, 생산 접근법, 대기유출입 접근법)을 Tier 1과

Tier 2 수준으로 계정하였다. 변수에 대한 결과값의 민감도 분석과 불확

실성 분석을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Dias et al., 2012).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에서 수확한 목재의 경제적, 기후변화 기여도

를 분석하였다. 수확된 목제품은 아직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되

어 있지 않지만 수확한 지역과 제재소, 폐기물 발전소에서 추가적으로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tewart and Nakamura, 2012).

Lun et al.(2012)은 중국 사례연구를 통해 산림탄소가 수목의 생장 단계에

서는 생물학적 순환을 갖고 벌채 이후에는 산업단계의 순환을 갖고 있어

이 단계들을 고려한 탄소 수지과 탄소 축적 변화량 계정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 중국에서는 1999-2003년에 1334TgC 2004-2008년에 1,423TgC

만큼 총 2799TgC이 흡수되었고 112TgC은 수확된 목제품으로 저장되고,

41TgC 이상이 HWP 생산, 이용, 폐기로 배출되었다. 생산 공정 최적화와

HWP 수명 연장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Lun et al.,

2012). 아일랜드 사례 연구에서는 1961년~2009년 까지 수확된 목제품 저장

고로 투입된 탄소 축적량을 기후변화협약에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재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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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변경된 tier에 따라 기존의 Tier 1 방법이 개선된 Tier 2 방법을

사용한 모델을 적용하였다.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량이 1961년과 2009

년 사이에 증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수확량 증가와 함께 반감기가

더 길어진 것이 수확된 목제품 증가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국가 통계를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Donlan et al., 2012).

2.5.2.2.2 Tier 3 수준의 국가 고유방법을 이용한 국가계정 사례 연구

포르투갈에서는 IPCC에서 제안된 방법 중 tier 3로 계정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들(축척변화 접근법, 생산 접근법, 대기유출입 접근법)을 포르

투갈 사례로 데이터를 적용하여 계정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Dias et

al., 2007). HWP 탄소축적을 추정하는 세 가지 방법(1. Winjum 방법,

tier 2 수준 방법, 3. Tier 3 수준 방법)을 포르투갈 사례를 이용하여 비

교하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Dias et al., 2009).

2.5.2.2.3 탄소 수지 및 모델

캐나다 온타리오 주를 대상으로 대규모 탄소수지 모델인

FORCARB-ON을 이용하여 온타리오주의 탄소 축적 변화량을 IPCC에서

제안한 생산 접근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Chen et al., 2008). 산림 탄

소를 포함한 수확된 목제품 공급 시나리오에 따른 80년 후의 탄소 저장

량을 추정하였다(Neilson et al., 2008). 일반적인 동적임업모델

(FORMICA)를 이용하여 수확된 목제품을 포함한 산림부문(바이오매스,

가지, 고사목, 토양, HWP)의 기후변화 완화 선택안에 대한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Bottcher et al., 2008).

2.5.2.2.4 수확된 목제품을 포함한 산림의 탄소 계정

산림 부문의 탄소 계정에서 수확된 목제품을 포함한 탄소 계정연구들



- 27 -

이 수행되었다. North America's Great Lakes region과(Powers et al.,

2011) 캐나다 British Columbia(Metsaranta et al., 2011), 미국(McKinley

et al., 2011)에서 산림 경영 방법과 수확된 목제품 이용을 통한 탄소 수

지를 계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호주 사우스웨일즈 주를 대상으로 산

림경영구와 보전림을 대상으로 200년간 탄소수지를 산림 동적 모델을 이

용하여 계정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산림경영림에서 더 많

은 온실가스 흡수를 하며 이를 목제품에 저장하여 온실가스를 격리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imenes et al., 2012). 프랑스 사례에서는 동

령 참나무림의 산림 경영 시나리오와 목제품 체인에 따른 탄소수지 계정

연구가 수행되었다(Mathieu et al., 2012). 미국 오레곤과 워싱턴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을 포함한 탄소수지 계정 연구가 수행되었다(Krankina et

al., 2012). LULUCF 탄소 수지를 수확된 목제품을 포함하여 평가한 연

구가 수행되었다(Ellison et al., 2011).

2.5.2.3 목제품 시나리오 분석

수확된 목제품 탄소 계정 연구에서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시나리오

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산정 연구가 수행되었다. Neilson et al.

(2008)은 2007년과 같은 목재 공급 수준에서 80년 이후인 2087년까지,

시나리오(현상 유지, 침엽수 수확 두 배 증가, 수확량 변화 시나리오 등)

별에 따른 탄소 저장 잠재력을 추정하였다. 모든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에

서 탄소 흡수량이 증가했으며 침엽수의 수확량 증가는 산림 내 탄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eilson et al., 2008). 핀란드 사례에서는 산림

과 수확된 목제품의 기후변화 완화효과에 대하여 소개하고 탄소를 더 많

이 흡수하고 저장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핀

란드의 기존 조림 지침에 기반한 임업 관행보다 더 나은 장기 전략을 사

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Pingoud et al., 2010). 일본 사례에서는 일본

의 목재이용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의 목제품을 이용한 대체효과

및 저장효과를 추정하였다. 모델의 결과는 대기흐름 접근 방법이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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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을 야기할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목조건축물 및 목재가구의 비율

이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70%로 향상되면 기후변화 완화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Tsunetsugu and Tonosaki, 2010). 캐나다 사

례에서는 온트리오 지역을 대상으로 2001~2100년까지 산림 및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량을 추정하였다. 미국 국유림 탄소 수지 모델인

FORCARB-ON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Chen et al., 2010). 미국 북동부

지역 사례 연구에서는 160년간 9가지 산림 관리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시

뮬레이션 기간 동안의 탄소 저장량을 추정하였다. ANOVA 분석을 함께

사용하여 시나리오 간의 상충관계를 조사하였다. 모델링 결과 수확빈도

(harvesting frequency)와 구조의 유지(structural retention)가 탄소 저장

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unery and Keeton, 2010). 미

국 전역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의 약 1%는 사용 중인 목제

품에 남아있고, 13%는 매립지에 100년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제품의 탄소 저장효과를 이용한 기후변화 전략을 위한 목재 정책 진흥

정책이 전과정 단계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Ingerson, 2011).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stock and flow

approach에 따른 수확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

다. 산림 관리 방법에 따른 시계열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목제품의 수명

동안 분해와 분해 과정을 통합하여 탄소 흡수량을 측정하였다. 지속가능

한 벌채, 발전소에서 바이오매스 동시연소(co-firing), 목제품의 수명 연

장, 탄소 격리 및 저장에 바이오에너지 포함 등의 관리 옵션에 따라 최대

4%까지 높일 수 있는 감축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arma et

al., 2011). 미국 미시시피 주 지역을 대상으로 장벌기 산림 경영을 통한

수확된 목제품을 포함한 산림의 탄소 축적량 정량화 연구에서는 벌기령

연장으로 제재목, 합판 등의 장수명 목제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벌기령 연장으로 수확된 목제품에 16.11m3/ha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65년 벌기령을 5년 내지 10년 연장하기 위해서 산주에

게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Nepal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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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3.1 연구 질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연구질문 1. 우리나라에서 국산 목재 이용이 탄소 효율적인가?

1.1 우리나라에서국산목재자원이순차적으로이용(cascading use) 되고있는가?

목재자원의 순차적이용이 목재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탄소 저장량 증

가를 위하여 강조되고 있다. 목재 자원은 물리적으로 한 번 파쇄되면 다

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목제품의 폐기물은 목

재 자원을 어떤 목제품으로 먼저 가공하여 이용 하였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계층구조를 갖는다(European Commission, 2008). 이에 따라 원목

을 내구성이 가장 높은 제재목으로 먼저 생산하여 장수명 제품으로 사용

한 다음 재사용과 재활용한 이후 에너지 이용 또는 폐기하는 방식의 순

차적 이용 방법이 강조되고 있다(Sikkema et al., 2016). 목재자원을 순차

적으로 이용하면 목재 자원을 오랫 동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재자

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탄소를 오랫 동안 목제품에

고정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순차적인 이용의 관점에서 우

리나라에서 국산 목재 자원 이용은 과연 탄소 효율적 형태를 갖고 있는

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1.2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량은 Tier 2 방법 결과를 Tier 3 방

법과 비교하여 얼마나 차이가 존재하는가

목재의 친환경, 저탄소 인식이 증가하면서(Petersen and Solberg,

2005) 목재자원 이용에 대한 경쟁이 증가하고 있다(Hagemann et al.,

2016). 목재 자원은 재생가능한 자원이지만, 수목의 생장 속도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목재자원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당초 기대하

지 않았던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생태계서비스와 상

충관계를 야기할 수 있다(Bradford and D’Amato, 2011). 이로 인하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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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생태계의 퇴행천이를 초래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Haberl and

Geissler, 2000; Schulze et al., 2012) 목재 계정을 구축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계정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계정

범위와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있다(국립산림과학원, 2013). 또한 탄소 계

정방법 정보는 산림 및 환경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가 되어 수확된 목

제품을 증가시키는 정책 수단을 설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

한 연유로 어떠한 목재 탄소 계정 방법을 이용하느냐는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량을 계정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산 목재 이용 방향 설정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립한 원목 공급량 2배

증가와 국산 원목의 용도 중 제재목 생산 비율을 증가시키는 정책 시나리

오는 Tier 2 방법에 따라 국산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량을 증가시키

는 정책이다. 그러나 만약 국산 목재가 장수명으로 이용되지 못하거나 제

재목이 장수명 목제품으로 이용되지 못한다면, 본래의 정책 목표인 온실가

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지 못하고 산림 탄소의 방출만 부추기게 되는 위

험을 내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채용하고 있

는 Tier 2 방법과 산업 단위로의 목제품 투입량을 산정하는 방법인 Tier

3 방법 간 목제품 탄소 계정값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1.3 국산 목재 자원의 순차적 이용(cascading use) 전략이 기존의 정

책대안에 비하여 더 많은 탄소를 목제품에 저장할 수 있는가?

선행연구들은 목재 공급을 증가시키는 시나리오(Neilson et al. ,2008)

와 벌기령 증가와 제재목 생산량 증가 등 산림 관리 시나리오(Pingoud

et al., 2010; Nunery and Keeton, 2010; Nepal et al., 2012), 목재 수요

증가 시나리오(Tsunetsugu and Tonosaki, 2010) 등 산림 관리의 개선과

가상적인 시장 변화 및 정책 개입으로 인한 상황에서의 탄소 감축 잠재

량 산정을 통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시나리오 분석

을 통한 탄소감축 잠재량을 비교하는 연구의 증가는 수확된 목제품에 저

장된 탄소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가했음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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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원목 투입량 2배

증가와 제재목 생산을 기존 비율에서 50% 증가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

다(관계부처합동, 2016). 원목과 제재목의 양적 증가는 수확된 목제품 탄

소저장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목제품이 빨리 폐기되거나 연료

로 바로 이용하는 형태를 가졌다면 오히려 산림 내 탄소 방출을 증가시

키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려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탄소 효율적인 목재 자원 방법인 순차적

이용(cascading use) 방법5)을 적용한 질적인 탄소 증가 시나리오가 현재

정부에서 수립한 원목과 제재목 생산 증가 시나리오보다 장기적으로 더

많은 탄소량을 저장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질문 2. 우리나라 제재업체의 생산수율(단위 원목 투입당 생산

량)과 경제적 효율(단위 원목 투입당 매출액)이 원목의 산지(국산/수

입)와 수종(침엽수/활엽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가?

국산 목재 자원 이용의 탄소 효율성은 목재 자원을 산림에서 벌채하여

이용할 때 다른 생태계서비스와의 시너지를 이룸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진화(coevolution)할 수 있는 체제로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탄소 효율적인 목재 자원 이용을 위해 장수명 제

재목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 제재 산업의 효율 증진

과 함께 원목의 품질 향상이 요구된다. 제재산업은 장수명 목제품 생산

을 통해 탄소 효율적인 목재 이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제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수명 제재목 생산에 대한 제재산업의

기술현황과 이용하는 원자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

리나라 제재산업의 국산 원목 이용이 어떤 조건에서 효율적인지 밝히고

자 한다. 대경재 중심의 양질의 수입 원목과 소·중경재 품질을 갖는 국

산 원목 간 생산 및 생태 효율성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재업

체의 생산 효율성 결정요인을 확인하고 국산 원목 이용의 부가가치를 높

이기 위한 산림 관리 부문에서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5) 순차적 목재 이용은 폐목재의 위계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목재 자원의 배분과 
연속적인 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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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나라 제재업체의 생산수율(원목 투입 대비 제재목 생산량)과 경

제적 효율(원목 투입 대비 매출액)에 원목의 산지(국산/수입)와 수종 육

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3.2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연구 질문별로 각기 다른 연구 범위를 갖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제2차 교토 이행 기간에서 탄소 인벤토리에 포함 가능한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고 중 탄소 저장의 잠재력이 큰 고형목제품(solid

wood)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IPCC 가이드라인(2014)에서는 고

형목제품에서 제재목과 보드재를 대상으로 탄소 저장량 계정 방법을 제

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 1의 수행범위는 고형목제품인 제재목

과 보드재의 탄소 저장량 산정이다. 연구질문 1.1의 방법론 간 비교에서

Tier 2 방법은 제조단계의 제재목과 보드재 생산량을 이용하여 탄소 저

장량을 산정하였고, Tier 3 방법은 제재목과 보드재가 산업단계로 투입

되는 판매량을 이용하였다. 연구 질문 2는 아래 <그림 2>의 제조 단계

에서 제재목을 생산하는 제재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제재업체에서 이

용하는 원목의 산지(국산/수입)와 수종(침엽수/활엽수)에 따른 제재목 생

산의 효율성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2 연구 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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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확된 목제품에 대한 정책 현황

4.1 산림 탄소 관리 정책

4.1.1 토지이용

4.1.1.1 산지 분류

우리나라의 산지 구분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서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다. 산지의 보전을 위해 보전산지를 구분하고

있다. 준보전산지는 도시계획용 도로의 이용과 택지개발, 산업용지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

분하여, 임업생산 기능 증진을 위한 채종림, 시험림, 요존국유림, 임업진

흥원역, 기타 임업생산 기능 증진을 위한 지역을 임업용산지 구분하고

있다. 공익용산지는 재해방지와 수원보 관리, 생태계보전, 국민보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산지전

용제한지역, 야생동물식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

구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특정도서지역, 사

찰림, 백두대간보호지역,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포함한다.

4.1.1.2 토지이용 현황 및 전망

권순덕 외(2005) 연구에서 산림기본통계자료에서 산지전용으로 구분된

불법개간, 지목변경, 산림형질 변경에 대한 자료를 분석했을 때 우리나라

의 토지이용변화로 인한 산림 탄소의 연평균 배출량은 104천tC이고, ha

당 임목바이오매스 탄소배출량은 연평균 14.4tC/ha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의 산림전용 추이는 사회적·경제적 사항에 변화가 심하며, 연평균 약 7.2

천ha가 타용도로 전용되었으며, 침엽수림이 가장 많이 타용도로 개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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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침엽수림의 연평균 산지전용 면적은 4,522ha, 활엽수림은

2,729ha이다. 산지전용에 따라 벌채되는 임목축적은 연평균 약 212천m3

이 벌채되었다. 임상별 임목바이오 탄소배출량은 침엽수림은 연평균 54

천tC를 배출하였고 활엽수림은 연평균 51천tC 배출하였고 연평균 탄소

배출량은 점차 증가하였다(권순덕 외, 2005). Kim et al.(2019)에서 한국

의 산림피복지도와 국가 산림인벤토리(NFI) 데이터, 기후데이터를 이용

한 1961~2014년까지의 탄소 저장량 및 연간 탄소 흡수량 변화를 추정한

결과 1961년 우리나라 산림 전역에서 탄소 저장량은 6.65TgC에서 2014

년에는 472.21TgC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9). Chun

et al.(2019) 연구에서 20년간(1989년~2009년) LULC 변화에 따른 탄소

저장량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산림지가 LULC의 다른 유형으로 전용되면

서 7,450만tC 만큼의 탄소 저장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와 초

지, 습지의 토지이용 변화로 탄소 축적량은 각각 110만톤, 310만톤, 610만

톤 만큼 감소했다. 반면 도시 지역의 공원과 농지 전환으로 540만tC가 증

가하였다(Chun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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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나라 토지이용 변화(1989-2009)

(출처: Chun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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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면적은 2015년 기준 633만ha에서 2026년까지는 용도 전환 등의

이유로 감소하다가 인구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2050년에는 647만ha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였다(산림청, 2018b). 이는 우리나라의

농촌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동력 부족해지고 이로 인하여 유휴토지

로 방치되는 한계 농지가 산림 천이가 진행할 것으로 가정되었기 때문이

다. 산림청은 우리나라의 임목 축적량이 한계농지의 산림 전환이 증가와

주벌 면적의 증가로 2015년 기준 ha당 93천m3/ha에서 2040년 180㎥/ha

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산림의 노

령화와 원목 공급을 위한 벌채량 증가, 주벌 후 갱신으로 I영급 산림의

면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영급의 구성은 5

영급 이상되는 산림의 비율이 2015년 기준 2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2030년에 76%로 급격하게 증가하다 벌채량 증가로 2050년까지는

7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산림청, 2018b).

측정지표
관측치 전망치

2015 2022 2037 2050

총임목축적(백만 m3) 925 1,052 1,142 1,154

평균임목축적(m3/ha) 146 167 180 178

5영급이상 산림비율(%) 25 55 79 70

표 4 산림자원의 변화 장기 전망(2015~2050)

(출처: 산림청, 2018b)

4.1.2 산림 탄소 흡수 현황

4.1.2.1 영급별 산림 면적 및 축적량

영급별 산림면적과 축적량을 살펴봄으로써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임

목자원이 우리나라 산림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우

리나라는 임종(인공림, 천연림), 경급, 수종(인공림의 경우)별 영급 정보

를 포함한 임상도를 구축하고 있다. 전국의 임목 경급 임상도는 치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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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목, 중경목, 대경목의 분포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급 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이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의 공익용 산지에 일부 대경목이 분포

하고 대부분 중경목과 소경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 우리나라 산

림 면적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4영급에 해당하는 산림이 47%로 가장 많

이 구성되어 있으며 임목 축적량도 4영급의 양이 가장 많다. 헥타당 임

목 축적량은 6영급 산림이 212m3/ha로 가장 높으며 4영급은 헥타당 임

목 축적량이 160 m3/ha이다.

(출처: 산림청, 2019)

구분 Ⅰ Ⅱ Ⅲ Ⅳ Ⅴ Ⅵ 합계

산림 면적(천ha) 203 160 1,334 2,830 1,137 409 6,074

면적 비율(%) 3 3 22 47 19 7 100

임목 축적(백만m3) - 7,481 158,980 454,191 217,563 86,595 924,810

헥타당 임목 축적

(m3/ha)
- 47 119 160 191 212 152

표 5 영급별 산림면적 및 임목 축적 현황(201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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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국 경급 분포도

(출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fgis/UI_KFS_5002_

020100.html&mn=KFS_02_04_03_04_01&orgId=fgis, 2020년 11월 3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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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국 산림 영급 분포

(출처: Kim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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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산림의 수종 구성 및 임목 등급 현황

우리나라의 80년대 침엽수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혼효림의 비율

이 약 3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녹화 성공을 통하여 점점 수관 울폐도

가 높아짐에 따라 양수가 주류인 침엽수는 활엽수로 천이되고 있어 과거

20% 이하였던 활엽수림의 비율이 2015년 기준 약 28% 이상으로 증가하

였고 2050년까지 약 44% 수준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반면 침엽수림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약 29%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목의 생육조건이 좋은 온대 중·

북부 지역에서 영급과 수관밀도가 낮은 침엽수림이 혼효림으로 변화하고

기존의 혼효림에서 침엽수는 도태되어 활엽수림으로 점차 변화할 전망이

다(산림청, 2018b). 이러한 전망에 따라 우리나라 산림에서 활엽수의 탄

소 흡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임상별 면적 비율의 변화 및 전망(2015~2050)

(출처: 산림청, 2018b)

산림에서뿐만 아니라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고에서 활엽수의 탄소

저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이 높은 활엽수 원목 공급이 필요하다. 건

축 구조재나 고급 원목 가구로 장수명으로 이용될 수 있는 1등급 임목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산림의 1등급 임목의 구성 비율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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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수림, 혼효림, 활엽수림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각각 31%, 28%, 24%를

차지하고 있다(산림청, 2016). 단수명으로 이용되는 3등급 임목의 구성비

율은 활엽수림이 30%로 가장 높게 구성하고 있어 활엽수의 수확된 목제

품 탄소 저장과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활엽수 이용을 위해서 활엽수

원목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침엽수

림과 혼효림은 각각 25%씩 차지하고 있다. 영급별로는 1등급 임목은 7

영급에서 35%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았고 3등급 임목은 9영급에서 오히

려 48%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었다. 전국 산림의 88%를 구성하는

3~5영급에서의 임목 등급은 1등급 임목이 27.6±1.0%, 2등급 원목이

46.0±1.7%, 3등급 임목이 26.4±1.4%로 구성하고 있었다.

(출처: 산림청, 2016)

4.1.3. 산림 탄소 관리 및 증가 정책 

4.1.3.1 임지 내 탄소 관리 및 증가 정책

우리나라 산림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1970~1980년대 집중 조림한

산림의 노령화로 인하여 총흡수량의 감소와 벌채 배출량의 증가로 2030

년 산림의 순흡수량은 22백만tCO2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다. 이는 2014년 순흡수량의 53%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저장량은 2015년 기준 75만tCO2에서 2050년 70만tCO2으로 70~80만

tCO2 수준을 유지하고, 산림토양의 탄소흡수량은 산지 면적이 늘어나면

그림 7 임상 및 영급별 임목 등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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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5년 기준 0.3백만tCO2에서 2050년 3백만tCO2로 증가할 것으로 산

림청은 전망하였다(산림청, 2018b).

정부에서는 산림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정책 목표를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저장·감축 기능을 유지·증진하

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 확대’로 설정하고 다음의 세 가지 정

책 방향을 설정하였다(산림청, 2018b). 첫째, 탄소 선순환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둘째, 탄소저장고인 목재의 건축재 활용

및 산림 에너지 이용 확대, 셋째,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확대 및 스마트

산림탄소관리체계 구축이다.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증진 및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정부(산

림청)의 세부 산림 관리 계획은 임업용 산지(경제림 육성단지 조성, 수종

갱신, 산주의 참여 확대 및 숲가꾸기 사업)에서의 임업 경영 개선 사업

과 공익용 산지(수원함양, 재해방지 등 보호구역은 복층림으로 조성)의

산림구조 개선 사업, 비산림지역(도시숲, 유휴토지, 훼손지)에서의 신규

산림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림 육성 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임도

밀도를 2015년 기준 4.4m/ha에서 2030년에 9.8m/ha까지 증가하는 목표

를 수립하였다.

수확된 목제품 내 포함된 탄소를 증대하기 위해 국산 목재의 이력 관

리 체계(생산·가공·이용·재활용)를 구축하여(’17~’20) 온실가스 인벤토리

에 포함하고 국산 원목 증산(2030년 8,618천㎥ 생산)과 국산원목의 제재

생산을 증대하고(2030년 원목 투입의 30% 투입, 2,603천㎥), 원목 부산물

의 목재펠릿 생산(연간 생산량 (’15) 82천톤 → (’30) 200천톤)과 보급 확

대(누적보급량 (’15) 20천대 →(’30) 44천대) 계획을 통하여 목재의 탄소

저장 및 대체효과로 기후변화를 대응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산림탄소펀드 조성과 감축형 산림탄소상쇄사업

탄소배출권을 탄소시장에 공급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산

림탄소 관리 체계 구축에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의 정확도를 향

상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의 인벤토

리 보고에 필요한 임상도와 임목생장 모델 등의 원자료를 수집·연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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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플랫폼, 산림탄소상쇄 사업 참여 시 예상탄소흡수량 산정 프로

그램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4.1.3.2 수확된 목제품 탄소 증가 정책

2015년 결정된 파리합의문에 따라 2020부터 모든 기후변화 당사국에

파리합의문이 적용되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하였다. 모든 당사국에서 감축

목표를 2015년 말에 제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전망(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7% 감축안(국외감축

포함)을 2015년 6월 UN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령에 2030년 37%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반영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다. 국무조

정실 총괄 아래 관계부청 합동으로 각 부문에서의 감축 계획을 포함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6). 산림

부문에서는 산림탄소 흡수원으로 수확된목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증진시키

는 계획을 포함하였다. 세부 수단으로 국산 원목과 제재목의 생산을 확

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국산 원목의 생산량을 4,914천㎥(2015년)에서

8,618천㎥로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두 배로 증가시키는 공격적인 목표

를 설정하였다. 제재목의 생산을 1,013천㎥(‘2015)에서 2,603천㎥(‘2030)까

지 원목 투입량의 30%을 제재목으로 생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관계

부처 합동, 2016; 산림청 2016).

4.2 목재 산업 정책

4.2.1 목재 생산 정책

4.2.1.1 원목 생산(원목 품질)

4.2.1.1.1 원목 생산 정책

국내 총목재소비량과 국산 목재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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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은 1% 미만으로 낮을 전망이다. 목재의 자급률은 2015년 기준

17.7%에서 2050년에는 18.4%로 매우 소폭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

었다. 반면 국산 원목의 생산량은 2015년 4.9백만m3에서 2050년 7.1백만

m3으로 약 45%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 목재는 최종 목제품의 수입은 증

가하고 원목은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원목의 수입량은 2015년 3.8

백만m3에서 2050년에 3.7백만m3으로 유지되어 2050년에는 수입 원목 공

급 비율이 전체의 약 35%로 감소될 전망이다. 반면 국산 원목의 자급률

은 2015년 56.5%에서 2050년 65.9%로 증가할 전망이다.

4.2.1.1.2 수종별 벌기령

벌기령 연장 등의 산림 경영 방법은 원목의 경급과 품질에 영향을 주

어 수확된 목제품 탄소 효율성 증진의 관건인 국산 제재목 공급에 영향

을 미친다. 국산 목재 자원의 등급에 영향을 주는 벌기령 등의 기준을

산림자원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

고 있다.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를 기준벌기령으로 설정하고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른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다. 벌채기준은 수

확을 위한 벌채(모두베기, 골라베기),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로 구분된다. 수확을 위한 벌채는 생

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지향한다. 능선부·암석지·석

력지·황폐우려지 등 갱신이 어려운 지역은 임지 보호를 위하여 벌채가

금지된다. 수확 목적의 벌채 기준벌기령은 입목의 평균 수령으로 적용하

여 아래의 기준벌기령을 충족한 경우 허가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임

내 생육이 빠른 입목의 경우 흉고직경이 24cm(원목 1등급 수준) 이상되

면서 입목이 50% 이상이 있는 임지의 경우에는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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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유림
공·사유림

(기업경영림)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기타 침엽수
참나무류
포플러류
기타 활엽수

60년
(100년)

60년
30년
50년
50년
60년
60년
60년
3년

60년

40년(30년)
(100년)

50년(40년)
25년(20년)
30년(20년)
30년(30년)
40년(30년)
40년(30년)
25년(20년)

3년
40년(20년)

표 6 기준 벌기령

(출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4.2.1.1.3 원목 규격 및 품질 관리 제도

우리나라는 국산 원목 규격에 대한 기준을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

2013-2호, 2013.6.3. 시행)로 규정하고 있다. 재종별 규격 기준에 따라 원

목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재종은 특용재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원주재

급, 원료재급 6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지름(cm), 재장(m), 옹이, 할렬/윤

할, 굽음, 썩음, 기타 결점에 대한 기준이 수립되어 있다(표 7). 특용재급

은 침엽수 중에 춘향목과 같이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쓰일 수 있는 재목

으로, 문화재 복원뿐만 아니라 공예품과 합판을 생산할 수 있는

36~42cm 이상의 지름을 갖고 굽음과 썩음 등의 결점 없이 품질이 매우

우수한 원목을 말한다. 1등급 원목은 지름이 21~27cm 이상 크고 결점이

적은 원목이다. 활엽수 경우 1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 1등급 침엽수

는 한옥 구조재(보재/기둥재)로 건축에서 쓰이고 1등급 활엽수는 원목

가구나 건축 내장재 등으로 이용 가능한 품질을 갖고 있다. 2등급 원목

은 15~18cm 이상의 지름을 갖고 결점이 적어야 한다. 2등급 침엽수는

구조재(규격구조재)나 데크재, 건축 내장재로 쓰일 수 있고 2등급 활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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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예용, 건축 내장재, 원목 가구재로 쓰일 수 있는 품질을 갖고 있다.

3등급 원목은 지름이 9~15cm 이상으로 2등급과 지름 차이는 많이 나지

않지만 결점이 다소 많다. 3등급 침엽수는 제재가공이 가능하고 3등급

활엽수는 숯을 만드는 신탄재 등을 생산할 수 있다. 원주재 원목은 침엽

수에만 해당하며 지름이 9cm 이상으로 서까래나 조경용재로 이용된다.

원료재급 원목은 지름이 6cm 이상으로 원주재급 침엽수 원목과 3등급

활엽수 원목 보다 지름이 작고 결점이 많은 원목으로 목재칩과, 표고골

목, 펄프, 보드재 원료 등으로 이용한다.

구분 내용 용도 이용수명

특용재급 침엽수 경급과 품질이 매우 우수
문화재 보수, 공예

품, 합판용 단판

장수명

1등급
직경이 ‘특용재급’에는 못 미치지만 

경급이 크고 결점이 적음

침엽수: 한옥건축

활엽수: 가구재, 내

장재

2등급
직경이 ‘1등급’에는 못 미치거나 

경급이 다소 크고 결점이 적음

침엽수: 1종 구조재, 

데크재, 내장재

활엽수: 가구재, 내

장재, 공예재

중수명

3등급
직경이 ‘2등급’에는 못 미치거나 

결점이 다소 많음

침엽수: 제재 가공

활엽수: 신탄재

단수명
원주재급

침엽수 중 직경이 ‘3등급’에 못미

침
서까래, 조경용재

원료재급

직경이 침엽수의 경우 ‘원주재급’, 

활엽수의 경우 ‘3등급’에 못 미치

거나 결점이 많음

가설재, 표고골목, 

칩, 보드, 펄프

표 7 원목의 재종과 용도

(출처: 임산물 도매시장 생생 가격정보 재수정, 

웹사이트 주소: https://fps.kofpi.or.kr/fnt/price/wood/knowhow_01.do (2020년 11월 23일 확인))

탄소저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순차적 목재 이용을 위해서는 건축

용 제재목의 생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침엽수 원목은 특용재급과 1등급

원목이 주로 건축 구조재로 쓰이면서 50년 이상의 장수명 목제품으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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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2등급 침엽수 원목은 데크재, 건축 내장재, 가구재 등 중수명 목제

품으로 쓰인다. 3등급 침엽수 원목은 지름이 15cm 이상으로 제재 가공

은 가능하나 결점이 많아 고급재로 쓰이지 못한다. 활엽수 원목은 1등급

과 2등급으로 고급 가구재와 건축 내장재로 이용될 수 있고, 3등급은 바

로 에너지로 이용되는 신탄재를 생산하며 원료재급 활엽수 원목은 목재

칩과 섬유재 등의 분쇄형 목제품을 생산하는데 쓰인다.

기준/등급 특용재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원주재급 원료재급

지름

(cm)

소나무류 42 이상 27 이상
18 이상 15 이상 9 이상 6 이상

낙엽송류 36 이상 24 이상

편백/삼

나무
- 21 이상 15 이상 9 이상 - 6 이상

활엽수류 - 27 이상 15 이상 12 이상 - 6 이상

재장

(m)

소나무류
2.1 이상

3.6 이상 3.6 이상 2.1 이상

2.4 이상

1.8 이상
낙엽송류

편백/삼

나무
- -

활엽수류 - 2.1 이상 2.1 이상 2.1 이상 - 1.2 이상

옹이 간지름 15cm 이하
2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

할렬/윤할 30% 이하

굽음 20% 이하 30% 이하 원 주 재 급 

기준 부

적합

섞음 등 20% 이하 30% 이하

기타 결점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표 8 원목의 등급별 기준

(출처: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3-2호 제12조 재수정)

순차적 목재 이용을 위하여 침엽수 원목의 건축용 제재목 생산과 활엽

수 원목을 이용한 고급 원목 가구용 제재목 생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

수명 목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침엽수는 특용재급과 1등급 원목의 생

산이 필요하고 활엽수는 1등급 원목의 생산이 필요하다. 2등급 원목은

중수명 목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3등급, 원주재급, 원료재급의 원목을

생산하면 단수명 목제품과 연료용 목재만을 공급하게 된다. 원목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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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는 직경과 결함(옹이, 굽음, 섞음, 윤할 등)은 벌기령과 간벌 방법

과 같은 임업 경영에 영향을 받는다.

4.2.1.2 목제품 생산

4.2.1.2.1 양적 관리: 주요 목제품 생산량

산림청에서는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서 국산 원목과 제재목의 생산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산 원목의 생산량을 2015년 대

비 두 배 증가시켜 국산 원목의 자급률을 65%까지 늘리고 제재목의 생

산을 1,013천㎥(‘2015)에서 2,603천㎥(‘2030)까지 증가시켜 원목 투입량의

30%을 제재목으로 생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재 산업은 칠레 및

뉴질랜드와의 FTA 영향으로 제재목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산림청, 2018b). 판재의 경우 섬유판과 파티클보드의 생산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합판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으로 원

료재의 가격 상승과 임금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판재 생산

기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산림청, 2018b).

4.2.1.2.2 질적 관리: 고부가 목제품 생산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서는 고부가가치 목제품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과

선진 기술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기반 구축을 위하여 R&D

지원과 품질 기준 등의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였다. 중·소

경 국산 원목의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국산재의 건조 결함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 제재 수율의 향상, 목재 보존처리 기술, 접착 및 도장 기술

등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저이용 활엽수재의

건축 내·외장재 활용 기술 및 국산 목재의 단점인 곡재와 옹이 등의 결

함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

다. 목재산업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R&D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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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제지산업 선진화를 위한 KS 표준 개정을 위한 연

구개발사업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KS 표준의 글로벌화 사업 계획

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역의 간벌재를 이용한 국산 목제품을 이용하는

목조건축물을 재정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다. 목제품 생산 인프라

지원에는 규모화와 관련 업체의 집적하여 혁신 거점인 목재산업단지 조

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권역별로 수종과 생산 효율성, 목제품 용도와 자

급력에 따른 목재산업단지 조성 방향을 갖고 있다. 일본의 기후현과 칠

기클러스터와 오스트리아 프로홀츠와 독일 바이에른에 위치한 목재클러

스터, 미국 워싱턴주에 소재한 목재보드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춘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행정기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의 산업체에 정보 교류를

지원한다(산림청, 2018b). 우리나라 제재목 생산 수율은 국산 원목의 경

우 40~50%, 수입원목의 평균 50%이고 좋은 원목의 경우 50~60%이 나오

며 자동화 공정으로 생산되는 제재목의 경우 수율이 더 낮아 40% 정도

가 나와 생산 수율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나무신문, 2009). 이에 따

라 산림청에서는 기술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제재업 영세업체에 프리컷,

방부, 건조, 교호집성재(CLT)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다양한 목제품 산

업으로 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세부적인 기술로 구조형 집성재와

CLT 등 공학용 목재를 개발하고 목재 기반 하이브리드 기술과 고층·대

경간 건축 설계 및 시공 기술 등 목조건축을 대중화 시킬 수 있는 보급

형 기술에 대한 지원을 수립하였다. 목재산업의 인프라 선진화와 선진 기

술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목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

하였다.

4.2.2 목재 수요 정책

국산 목재의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 수립되고 있다.

국산 목재의 경쟁력 확보와 마케팅을 위한 방안이 논의 중이다.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산 목재의 친환경성을 입증하기 위한 전과정 평가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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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국산 목제품 생산을 위한 건축재 수요 촉진 방안이 수립되고

있다. 국산 목재에 대한 마케팅을 위하여 국산목재 브랜드(한목: 韓木)와

목재 자원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국민 캠패인 ‘I

LOVE WOOD'를 진행 중이다.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도시재생사

업 등에서 목조 건축을 확대시키기 위한 지원 방향을 설정하였다. 목조

건축 선도단지 조성을 통하여 친환경 목조건축 모델을 개발하고 규격화

하여 보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국산 목재의 수요 확대를 위해 저

해요인을 분석하고 기존의 규제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건축,

토목, 관련 법률 등에서 목재 이용에 대해 제한 사항에 관한 규제들을 발

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조건축에 맞는 건축물의

내화성능 기준과 높이제한, 내진기준 등 개선에 타부처와 협력 중이다(산

림청, 2018b).

순차적 목재 이용을 위해 국산 원목의 품질을 높이려면 벌기령을 현재

수준보다 연장해야 한다. 벌기령 연장은 조림 투자에 대한 소득 실현을

연장시킴으로써 산주와 임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원목의 시장가

치는 올라간다. 또한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연료림 조림은 원목을 바로

산림 바이오매스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순차적 목재 이용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인 목재 이용이나, 산주와 임업인에게는 제재목 원목을 생산하

는 것에 비해 속성수 중심으로 조림하여 소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

이다. 벌기령을 연장하는 산림 경영 방법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기존의

대기로부터의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수확된 목제품의 이용 패턴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탄소 저장량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추가적인 탄소의 계정과 추가적

인 경제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산림청에서는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우선 조달 정책을 추진하고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운영하면서 국산

목재 이용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시장

인센티브를 이용하여 국산 목재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벌기령 연장 사업과 국산 목제품 이용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탄소를 수확된 목제품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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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추가적인 노력을 원목의 경제적 가치 증가와 함께 탄소 가치 증가

에 대한 탄소 가격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4.3 목재 부산물 이용 정책

우리나라 폐기물 기준에서는 원목 생산에서 나오는 임지잔재와 제재부

산물은 목재 폐기물로 분류한다. 접착제와 방부재, 페인트 등의 화학 물

질이 없는 임지잔재와 제재 부산물은 보드재의 원료로 쓰일 수도 있고

별도의 시설 없이 열원 에너지로 이용되는 등 모든 산업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순차적인 목재 자원 이용 관점에서는 폐기물 등급에 규제적,

물리적 위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드재 등의 원료로 재활용 하고 난 이후

목재이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열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산림분야에서 목재 부산물 이용은 지역 단위에서 미이용되고 산림에 방

치된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림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하는 산림탄소순

환마을 시범 사업을 통해 농산촌 지역에서의 에너지 자립마을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마을 신규 조

성 시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목재칩·목재펠릿 보일

러, 반탄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림바이오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R&D를

지원하고 있다. 목재의 연료 이용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분석 및

저감 기술과 수송용 바이오액체연료(바이오일 및 바이오에탄올 등)의 제

조 기술 개발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림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산림청, 2018b).

4.4 폐목재 재활용

우리나라는 폐목재를 적합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폐목재의 등급을 분류

하여 재활용 기준을 환경부고시로 규제하고 있다(환경부고시 제2016-32

호, 2016).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제2항에 따라 재사용 방법을 선택하여 재활용 하거나 재생사용이 곤

란한 폐목재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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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폐목재의 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하여 폐목재에 부착된 화

학물질 포함 여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표 9) 등급별 재활용 용도를

지정하고 있다(표 10).

(출처: 환경부고시 제2016-32호 제3조)

구분 분류 기준

1등급

원목 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 처리 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 · 처리 과정에 서 페인트 · 기름 · 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 목재 

2등급

가공 · 처리 · 사용 과정에서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와 같은 물질이 묻은 폐 목재 (할로겐족 유기 

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되었거나 이와 같은 물질이 묻은 폐 목재는 

제외)

3등급

가공 · 처리 · 사용 과정에서 할로겐족 유기 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되었거나 이와 같은 물질이 묻은 폐 목재와 위의 1 ~ 2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폐 목재 3 등급

표 9 폐목재 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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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용도 및 방법 1등급 2등급 3등급

1. 톱밥 제조 O X X

2. 축사 제초 퇴비 사료용 원료로 사용 O X X

3. 성형탄 제조 O X X

4. 버섯 재배용 배지 제조 및 배지로 사용 O X X

5. 나무판 등 목재 성형 제품 용 원료 제조 O O X

6. 나무판 등 목재 성형 제품 제조  O O X

7. 산업용 활성탄 제조 O O X

8. 바이오에탄올 (목질계 에탄올 연료) 제조 O O X

9. 펄프, 종이 및 좋이 제품을 제조하는 원료

로 사용 
O O X

10. 고형 연료 제품 제조 O O O

11. 열분해 가스화 원료로 사용  O O O

12.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제3조제1 항

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 기준에 적합한 

에너지 회수 용도로 사용

O O O

13.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시멘트 소성로 및 기타 환경부 장관이 고

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 

O O O

14. 철도 받침목을 원형 그대로 계단 용, 조경

용 등으로 사용
O O O

표 10 폐목재 등급별 재활용 용도 

(출처: 환경부고시 제2016-32호 제4조)

벌채 시 임지에 방치되는 임지잔재는 임목폐기물로 분류되어 모두 1등

급 폐기물로 분류된다. 토목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제재목(각재류)도 1등급

폐목재로 분류된다. 제재부산물도 폐목재 기준에 따라 1등급 폐목재로 분

류되어 모든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폐가구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보드재는 2등급 폐목재로 다시 보드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보드재

로 이용 후 산업 활성탄과 바이오에탄올, 고형 연료로의 생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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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 종류 등급
임목

폐기물
벌목 등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뿌리, 가지, 줄기 등) 1등급

생활계
폐목재

임목폐목재
(5톤 미만 

발생)

임목폐기물 중 하천, 호소로 떠내려 온 폐목재 1등급
농업폐목재(방부목재 이외의 것) 1등급
농업폐목재(방부처리 목재) 3등급
전지목(가로수, 정원수 등) 1등급

목재포장재 과일․야채 등 1등급

폐가구류

순수목재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류 2등급
섬유판(MDF) 2등급
할로겐족유기화합물로 코팅된 가구 3등급

실외 
목재구조물

놀이터, 공원, 조경시설, 하천시설 등에 사용된 방
부처리된 목재

3등급

건설
폐목재

신축현장
폐목재

각재류(비계목, 받침목, 토류판 등) 1등급
나무판제품(파티클보드․합판류) 2등급
섬유판(MDF) 2등급

해체현장
폐목재

순수목재 1등급
건물 내장재(방부처리목재 제외) 2등급
목조주택 및 건물외장재(방부처리 목재) 3등급
실내․외 목재구조물(계단, 울타리, 의자 등)에 사용
된 방부처리 목재

3등급

목재파레트
순수목재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 2등급
섬유판(MDF) 2등급

사업장
폐목재

임목폐목재 나무줄기, 가지, 뿌리 등 1등급
제재 부산물 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톱밥, 수피 등 1등급

목재가공공
장 부산물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스러기 및 분진 1등급
2등급 폐목재로 가구, 악기 등 목재 성형제품을 제
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나무토막 등 목재 부산
물 및 분진

2등급

2등급 폐목재로 나무판제품(합판, 파티클보드, 섬유
판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목재 부산물 
및 분진

2등급

방부처리 목재 등 3등급 폐목재로 물건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목재 부산물 및 분진

3등급

목재포장재

목 재 파 레
트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스러기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류 2등급
섬유판(MDF) 2등급

목재상자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스러기 1등급

표 11 폐목재 발생원 및 종류별 폐목재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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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고시 제2016-32호 별표)

그림 8 건설 및 사업장 폐목재

파티클보드․합판류 2등급
섬유판(MDF) 2등급
기름․페인트․방부처리된 탄약상자 3등급

전선드럼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 2등급
페인트 등으로 도색된 드럼 및 섬유판(MDF) 3등급

실외목재구
조물

철도받침목 (방부처리 안 된 것) 2등급
철도받침목 (방부처리 된 것)

3등급

전신주
방음벽
목조교량

부두시설 및 시트파일 등 담수 및 해수와 접촉하는 
구조물에 사용된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3등급
건축물의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3등급

기타 
산업시설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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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방법

5.1 국산 목재 자원의 순차적 이용 분석

우리나라에서 국산 목재 자원의 이용이 탄소 효율적인 목재 이용인 순차

적(cascading) 이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순차적 이용 관점에 따

른 다음의 네 가지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국산 목재 이용 현황을 확인하였다.

첫째, 제재목 생산으로 투입되는 국산 원목의 비율, 둘째, 보드류(섬유재, 파티

클보드 등)의 재활용 목재 원료 이용 현황, 셋째, 장수명, 중수명, 단수명 산업

으로의 목제품 투입 현황, 넷째, 순차적 목재 이용에서 목재 이용의 마지막

단계 이용이 권장되는 연료재 이용 현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산 목재 자

원이 탄소 효율적인 관점의 순차적 이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6개 산업(건축, 토목, 가정, 수송, 제지, 농업)으로 투입되는 국산 원목

으로 생산한 8개 목제품(제재목, 합판, 보드재, 방부목, 목재칩, 목분/톱밥, 펄

프, 목탄/목초액)을 포함한다.

5.2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계정

5.2.1 계정의 범위 및 계정 수준

2003 IPCC 가이드라인에서는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고의 범위를

이용 중인 목제품(HWP in use)과 매립지(Solid Waste Disposal Site)로

구분 주요 공정

물질 원목

제조(반제품)
제재목, 합판, 보드재(파티클보드, MDF), 방부목, 목재

칩, 목분/톱밥, 펄프, 목탄/목초액 

이용(산업) 건축, 토목, 가정, 수송, 제지, 농업, 기타 

표 12 국산 목재 이용 흐름의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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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이

용 중인 국산 목제품에 한하여 수확된 목제품 탄소를 계정하였다. 수출

된 목재의 경우 수출된 국가에서의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계정

가능하나 국산 목재의 수출량이 많지 않고 해당 국가에서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IPCC 2014 가이드라인에서는 HWP 탄소계정 값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Tier 2 수준의 목제품 단위 탄소 계정에서 나아가 산업으로 투입

되는 각각의 목제품 판매량과 반감기를 적용하는 국가의 목제품 이용 패

턴을 반영한 Tier 3 수준의 HWP 계정 방법을 권고한다. 본 연구에서는

Tier 2와 Tier 3 계정 수준별 목제품 생산데이터와 반감기를 다르게 적

용하여 두 계정 방법에 따른 HWP의 계정 결과값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5.2.2 계정의 구성요소 및 계정식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축적변화량을 계정하는데 IPCC 2006 가이드라인

계정 

수준

Tier 1 Tier 2 Tier 3

- 세계 수준
국가 수준: 산업, 최종 

목제품 단위

계정

방법
IPCC 기본접근법 1차 분해 방법

국가 고유 방법 및 계수 

이용

설명
산림 벌채 시 탄소 

즉시 산화로 가정

HWP의 탄소가 탄소 저장

고에서 대기로 일정한 비율

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

국가 통계자료에 부합하는 

불확실도가 낮은 계정 방

법 적용

활동

자료
-

FAO 통계(1차 목제품 생

산량), 국가 통계

산업 목제품 투입량, 최종 

목제품 축적량(건축 등)

탄소

계수
- IPCC 디폴트

국가 고유 계수, 산업별, 

수종별 계수

표 13 수확된 목제품 계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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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공한 식을 이용하였다. IPCC 2006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수

식은 아래 <수식 2>, <수식 3>와 같다.

 

IPCC(2006)에서 제공한 탄소축적변화량 계정은 차년도에서 당년도의

탄소축적량을 감하여 산정한다. 탄소축적량은 전년도 누적분과 당년도

투입량에 각각의 잔존확률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수식 2>은 전년도

HWP 저장고에 탄소 축적량 C(i)에 잔존 확률 e-k를 적용하여 연간 폐기

되는 탄소량을 제외한 탄소 축적량과 당년도에 HWP 저장고로 새롭게

투입되는 탄소량 Inflow(i)의 잔존 확률 (1-e-k)/k를 적용하여 당년도의

총 HWP 탄소 축적량을 구한다. 당년도의 잔존 확률 (1-e-k)/k는 연 중

들어오는 시점이 미정인 것을 고려한 잔존 확률로 첫해 1년을 1로 보고

가상의 투입 시점을 t로 가정하면 잔존 확률의 적용 기간을 1-t로 고려

하여 변형한 잔존 확률이다. 탄소 축적 변화량은 앞서 구한 당년도 총

HWP 탄소 축적 변화량을 <수식 3>에 적용하여 구한다. 차년도의

HWP 탄소 축적량에 당년도 HWP 탄소축적량을 감하여 HWP 탄소축적

변화량 ∆C(i)를 산정한다.

IPCC에서 제공하는 HWP 탄소축적변화량 계정식의 구성요소는 크게

목재탄소 투입량과 잔존율로 나뉘며 이를 구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료가

활동자료(Activity data)와 반감기이다. 활동자료는 국가의 온실가스 인

벤토리 산정 시, 기본 자료원이다. 활동자료는 연간 HWP 저장고에 투입

i = 년도

C(i) = i년 초 HWP 저장고의 탄소 축적량, Gg C

k = 일차분해 함수 분해인자(k=ln(2)/반감기, 반감기는 종이 2년, 판재 25년, 제재목

35년으로 적용)

Inflow(i) = i 년도에 HWP 저장고로 투입되는 목재 탄소량, Gg Cyr-1

∆C(i) = i 년도 HWP 저장고의 탄소축적변화량, Gg Cyr-1

      ∙       ∙   수식 2 

        수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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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목재 탄소량이다. 수확된 목제품의 활동자료는 목제품 생산자료에

탄소전환계수를 적용하여 구한다(IPCC, 2014). 연간 투입되는 목재 탄소

량은 연간 목재 생산량에 탄소 전환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목재 생

산 자료의 부피 단위를 탄소 무게 단위로 전환하기 위하여 목재 밀도6)

를 적용하고 여기에 탄소함유율 곱하여 탄소량을 구한다. 이 목재 탄소

량이 HWP 저장고로 투입되는 활동자료 inflow(i)가 된다. 반감기는 앞

서 언급한 잔존 확률을 구하는데 이용된다. <수식 2>에서 이용하는 잔

존 확률 e-k는 분해인자 k7)를 자연로그 ln(2)를 반감기로 나누어 구한다.

분해인자를 구할 때 ln(2)에 반감기를 나누는 이유는 반감기가 원래의 양

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연로그함수에 2를 적용하는 것

이다. <수식 2>의 잔존확률은 전년도까지 축적된 탄소량과 당년도에 새롭

게 투입되는 탄소량에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데, 전년도까지 축적된 탄소량

에 적용하는 잔존확률은 1년 동안의 폐기량을 고려하였고, 당년도에 새롭

게 투입되는 탄소량에 적용하는 잔존확률은 1년 내 어느 시점을 t라고 한

다면 1-t 기간 동안 폐기량을 고려한 것이다. 잔존확률은 분해인자 k값에

적용하는 반감기 값에 따라 폐기 속도가 달라진다.

5.2.3 활동자료

활동자료(Activity data)는 국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시, 기본

자료원이 된다. 수확된 목제품의 활동자료는 목제품 생산자료에 탄소전

환계수를 적용하여 구한다(IPCC, 2014). 수확된 목제품 탄소 계정의 활

동자료는 계정 접근법에 따라 적용되는 목제품 생산자료가 달라진다.

IPCC 2003 우수실행지침(IPCC, 2003)과 2006 가이드라인(IPCC, 2006)에

서는 생산접근법, 축적변화접근법, 대기부후접근법, 기본 접근법 등 여러

접근법을 제안하였고 2011년 CMP 7차 회의 결정에 따라 IPCC 가이드

라인 2013 개정판(IPCC, 2013)에서 생산접근법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해 생산된 국산 원목으로 만든 목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

6) 표 18 참고
7) k=ln(2)/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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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된 목제품 탄소 계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PCC 가이드

라인 2013 개정판(IPCC, 2014)에서 생산접근법에 따라 활동자료를 적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확된 목제품 탄소 계정의 범위를 IPCC 가이드라인에

서 제시한 품목 중 탄소 잠재량이 높은 고형목제품에 한하여 분석하였

다. 고형목제품으로 계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제재목과 보드재로 한하

여 수확된 목제품 탄소 계정을 수행하였다. Tier 2와 Tier 3 방법에 적

용된 활동자료와 탄소전환계수, 반감기는 아래 <표 14>와 같다.

8) 표 17 참고

구분 Tier 2 Tier 3
HWP 
종류

고형 HWP: 제재목, 
보드재(IPCC, 2014)

고형 HWP: 제재목, 보드재(IPCC, 2014)

목재 
생산자료

1차 
목제품

자료원
1차 

목제품
산업 자료원

제재목 임 업 통 계 연 보
(1970~2018)
목재이용실태조사
(2014~2018)

제재목

A. 건축; 
a1. 건축구조재
a2. 기타 건축재
B. 가구
C. 토목
D. 수송

임업통계연보
(1970~2018)
목재이용실태조사
(2014~2018)

보드재 보드재

A. 건축
B. 가구
C. 토목
D. 수송

탄소 
전환 
계수

목재 건중량, 탄소 전환 
계수: IPCC 기본 계수
(IPCC, 2014)

목재 건중량, 탄소 전환 계수: IPCC 기본 계
수(IPCC, 2014) 

반감기8)

제재목: IPCC 기본 계수 
35년(IPCC, 2014)
보드재: IPCC 기본 계수 
25년(IPCC, 2014)

A. 건축: a1. 건축구조재 50년, a2. 기타건
축재 16년

B. 토목: 건축가설재 1년
C. 수송: 포장재/팔레트 3.5년
D. 가구: 목재가구 7년

표 14 HWP 탄소 방법별 계정요소 적용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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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2와 Tier 3 방법에 이용된 목제품 생산 자료는 발행하는 「산림

기본통계」와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 이용하였다. 산림기본통계

에서는 연도별 원목 생산량을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제재목과

보드류(섬유재, 파티클보드) 생산에서 사용된 국산 원목의 사용량 및 산

업별 판매량을 이용하였다. 이 두 데이터 원천은 국가통계자료이다.

IPCC 가이드라인에서는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계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 단계에서 국가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에 이용 가능하고 UNFCCC 보고 가능한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산림

기본통계는 1960년부터 산림청에서 작성하였고, 1975년부터 국가 지정

통계로 승인되었다. 산림청에서는 2007년도에 처음 제재업체와 파티클보

드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이용실태조사(통계청 승인번호 제136034)를 처

음 시작하여 매년 조사하는 목제품목 범위를 넓히고 있다. 목재이용실태

조사는 목재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의 목재

가 이용되는 산업 구조에 대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다. 제재목을 생산하는 제재업체에 대한 조사는 2007년부터 전수조사로

실시되었다. 2007년 6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시범적으로 조사를 시

작하였다. 이후 조사틀과 범위에 대한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통계청 승

인통계로 2012년부터 중밀도섬유판(Medium Density Fiber, 이하 MDF)

와 합판 등 11개 목제품목에 대하여 목재 이용 실태가 조사되었고 2017

년에는 목재칩의 보드용 투입 현황에 대한 조사 내용이 추가되었다.

5.2.4 반감기

반감기는 투입량의 초기값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필요한 시간을 뜻한

다. 이 개념은 원자물리학에서 기원하여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는 수확된 목제품 탄소 축적량 산정 시 매년

폐기되는 수확된 목제품 양을 1차 분해식(First Order Decay)을 이용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지수함수형으로 축적량이 감소하고 기

울기의 크기는 반감기에 따라 달라진다. 반감기가 클수록 감소 기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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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만해져 매년의 폐기량이 적어진다. 반대로 반감기가 0에 가까워질수록

감소 기울기가 급격해져 매년 폐기되는 양은 많아진다. 반감기는 수확된

목제품 탄소 계정 요소 중 계정 결과의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Skog et al., 2004).

IPCC는 선행연구의 제재목 18~50년과 보드재 20~30년 반감기를 고려

하여 IPCC 기본 반감기를 제재목 35년, 보드재 30년, 기타 구조 패널 20

년, 종이류 2년으로 제시하였다(IPCC, 2003). 3년 후 IPCC(2006)는 제재

목과 보드류를 고형목제품으로 통일하여 30년의 반감기를 제시하였다.

교토의정서당사국회의(CMP9)) 제7차 회의(2011)에서 수확된 목제품에 대

한 탄소 저장효과를 인정하기로 하였고 IPCC(2013)는 새로이 제재목 35

년, 보드재 25년의 반감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PCC 2013 가이

드라인에서 제시한 제재목 35년과 보드재 25년의 반감기를 Tier 2 방법

의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량 계정에 이용하였다.

9) CMP(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들 간의 당사국 회의

국가/지역 참고문헌 HWP 구분 반감기
연간 소실률

(ln(2)/반감기)

기본

(Defaults) 
-

제재목 35 0.0198

단판, 합판, 구조패널 30 0.0231

비건축 패널 20 0.347

종이 2 0.3466

Finland
Pingoud  et 

al., 2001
제재목, 합판 30 0.0231

Finland
Karjalainen

et al., 1994 

제재목, 합판 평균 50 0.0139

기계 펄프 평균 7 0.0990

화학 펄프 평균 5.3 0.1308

Finland
Pingoud

et al., 1996
종이 평균 1.8 0.3851

표 15 문헌에서 나타난 목제품 이용 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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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PCC, 2003)

산업별 반감기는 국가별로 다르게 구축되어 있다. EFI(2002)에서는 반

감기를 장기(50년), 중장기(16년), 중단기(4년), 단기(1년)으로 구분하고 산

업별로 구분하였다. 유럽의 경우 EFI(2002)에서는 건축구조재 장기 이용

으로 분류하고 목조 주택과 목조 다리의 탄소 저장 효과 계정시 50년의

반감기를 적용하였다. 미국은 Skog & Nicholson(1998) 연구에서 주택 구

조재 반감기를 세부적으로 규명하였다. 1980년 이전까지의 단독주택은 80

년, 1980년 이후의 단독주택은 100년의 반감기를 갖는다. 반면 이동식 주

택은 고정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이용 수명이 반영되어 20년의 반감

기를 도출하였다. 일본은 S. Hashimoto et al.(2004) 연구에서 건물과 인

프라에 30년의 반감기가 구축되어 있다. 건물 울타리와 창문프레임, 바닥

재와 같은 내외장재의 경우 유럽은 EFI(2002) 연구에서 중장기 수명으로

구분하고 반감기를 16년으로 설정하였다. 침대, 책상, 의자와 같은 가구재

는 EFI(2002) 연구에서는 16년, 독일(Burschel et al., 1993)과 네덜란드

신문용지, 위생용지 0.5 1.3863

라이너보드 플루팅지 및 

접이식 박스 종이
1 0.6931

인쇄 용지 80% 1 0.6931

인쇄 용지 20% 10 0.0693

Netherlan

ds

Nabuurs,

1998

종이 2 0.3466

포장 상자 3 0.2310

파티클보드 20 0.0347

제재목 평균 35 0.0198

제재목-가문비나무, 포

플러
18 0.0385

제재목-참나무, 너도밤

나무
45 0.0154

United 

States

Skog and

Nicholson,

1998

제재목 40 0.0173

구조용 목재 패널 45 0.0154

비구조용 목재 패널 23 0.0301

종이(무료신문) 6 0.1155

기타 용지 1 0.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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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kkema & Nabuurs, 1994)에서 15년, 일본(S. Hashimoto et al., 2004)

7년으로 적용하였다. 포장재는 운송상자와 파레트 등으로 수송산업에서

이용된다. 포장재의 반감기는 유럽은 1년(EFI, 2002), 미국은 6년(Skog &

Nicholson, 1998), 일본은 3.5년(S. Hashimoto et al., 2004)으로 구축되어

있다. 토목용재는 건설 토목 공사에서 가설재, 거푸집, 비계 용도로 이용

된다. EFI(2002) 연구에서는 토목용재로 이용되는 목제품 이용을 단기 수

명으로 구분하고 1년의 반감기를 적용하였다.

산업 이용 반감기(년) 출처

건축
구조재

목조 주택, 목조 다리 50 EFI(2002)
단독주택(single 

family)(1980년 이전)
80

Skog & Nicholson 
(1998)

단독주택(single 
family)(1980년 이후)

100

다가구 주택
(Multifamily)

70

이동식 주택 20

건물, 인프라 30
S. Hashimoto et al. 

(2004)

기타
울타리, 창문프레임, 

바닥재
16 EFI(2002)

가구 침대, 책상, 의자 등

16 EFI(2002)

15
Burschel et al. 

(1993)

15
Sikkema & Nabuurs

(1994)

7
S. Hashimoto et al. 

(2004)

포장재

운송 상자 1 EFI(2002)

파레트
6

Skog & Nicholson 
(1998)

3.5
S. Hashimoto et al. 

(2004)

토목용재
비계(scaffolds), 

거푸집(forms), 가설재
1 EFI(2002)

표 16 문헌에서 나타난 산업별 목제품 이용 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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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의 산업별 반감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적용한 유럽 및 일본의 산업별(건축, 가구, 포장,

토목) 반감기를 Tier 3 방법에 이용하였다(표 17).

5.2.5 탄소 전환계수

수확된 목제품의 목재 단위를 탄소 단위로 변환하기 위하여 탄소 전환

계수가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 적용된 탄소 전환 계수는 IPCC(2013)에서

제공한 수확된 목제품 종류에 따른 탄소 전환계수를 적용하였다. 건조

 이용 분야 내용 폐기율 반감기 비고

건축

건축재

· 제재목, 합판/단판, 보드재로오래 이용

되는 건축재로 쓰이는 목제품

 - 목조주택 구조재

0.012 50년 EFI(2002)

기타

건축재

· 제재목, 합판/단판, 보드재로주택이나 도시

건축물을 유지하는데 이용되는 목제품

 - 패널(건축내장재), 목재마루, 데크재, 

시설물 등

0.043 16년 EFI(2002)

토목
건축

가설재

· 제재목, 합판/단판, 보드재로건설현장에 

이용되는 목제품

- 거푸집, 비계 등

0.693 1년 EFI(2002)

수송
포장재/

파레트

· 제재목, 합판/단판, 보드재로수송분야에

서 이용되는 목제품

- 목재 파레트, 포장재, 수출상자등

0.2 3.5년
S. Hashimoto 

et al.(2004)

가구
목재

가구

· 제재목, 합판/단판, 보드재로주택과 사

무실의 가구를 만드는데 이용되는 목제

품

- 목재가구, 악기 등

0.1 7년

S. Hashimoto 

et al.(2004)

자원순환사회연

대(2010)

표 17 Tier 3 방법에 적용된 산업별 반감기 및 폐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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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재에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중량이 적용된 밀도 계수가 적

용되어 순 목재 함량으로 변환하였고, 목재 건중량 값에 탄소 함유율을

적용하여 탄소 단위로 전환하였다.

(출처: IPCC, 2013)

5.3 수확된 목제품 탄소 감축 잠재량 분석 시나리오

수확된 목제품 탄소저장고를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효율적인 목재 이용이 담보되어야 정책 목표 달성

이 가능하다. 수확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량이 효율적으로 증가되기 위

해서 국산 목재의 공급과 이용 부문에서의 역할이 필수적이나 어떠한 전

략적 접근과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여 미

래의 모습을 그려보고 현재로 돌아와 새로운 통찰력으로 미래를 미리 대

응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미래 예측을 위한 하나의 올바른 방법론

이 존재하지 않으나 미래 활동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 방법론의 선택은

예측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전략적 예측 방법인 시나

리오 분석은 다양한 미래 상황 전망을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9).

단정적인 미래 예측 방법에서 나아가 국산 목재 자원을 이용하는 다양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시나리오 분석은 수확된 목제품에 저장된 미래의

수확된 목제품 밀도(Mg/m3) 탄소함유율(%) 탄소전환계수(Mg C/ m3)

제재

목

제재목(통합) 0.458 0.500 0.229

침엽 제재목 0.450 0.500 0.225

비침엽 제재목 0.560 0.500 0.280

보드

류

보드류(통합) 0.595 0.454 0.269

MDF 0.691 0.427 0.295

파티클보드 0.596 0.451 0.269

합판 0.542 0.493 0.267

표 18 HWP 탄소 전환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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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량을 예측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확된 목제품 탄소를 효율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미래

의 목적을 갖고 다양한 목재 이용 시나리오 상황을 가정하여 탄소 감축

잠재량을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확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를 효율

적으로 증가시키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에서 국산 목재 이용 현황 및 제재업체의 효율성 분석

과 수확된 목제품 탄소 계정 방법 비교 결과를 참고하여 목재 이용 시나

리오를 설계하였다(표 19). 목재 이용 시나리오의 설계는 수확된 목제품

관련한 정책 현황(표 20)과 산업 여건 및 기술적 수준에 기반하여 수행

되었다.

목재 이용 시나리오는 수확된 목제품의 이용-폐기 흐름도(그림 9)에서

순차적인 이용을 위한 이용, 재이용 과정의 변화를 다음 네 가지 시나리

오를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1. 원목 생산량 변화, 2. 원목의 제재목과 보

드재 투입 비율 변화, 3. 제재목과 보드재의 건축재 투입 비율 변화, 4.

단수명 산업에서 이용된 제재목의 보드재 투입 비율 변화.

목재 이용 현황
국산 목재 이용 현황 분석  

제재업체의 효율성 분석

↓

탄소 저장 현황 수확된목제품 탄소 계정 방법 비교 

↓

탄소 관점에서 목재 이용

 효율성 분석

국산 목재 이용 시나리오의 탄소 감축 

잠재량 산정 

표 19 목재 이용 시나리오 설계를 위한 연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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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문 구분 조사 내용

산림 탄소 관리

토지 이용 산지 분류 및 토지이용 전망

산림 탄소 흡수 현황
영급별 산림 면적 및 축적량
수종별 영급 현황

산림 탄소 관리 및 

증가 정책

임지 내 탄소 관리 및 증가 정책

수확된 목제품 탄소 증가 정책

목재산업 

정책

생산

대경재 생산 정책

(원목 품질)

수종별 벌기령

원목 규격 및 품질 관리 제도

제재목 

생산 정책

양적 제재목 생산량
질적

(가공 기술)
고부가 가치 목제품 생산 정책 

수요 시장 인센티브 정책
조달 정책

목제품 탄소 가격
부산물 이용 부산물 이용 정책 보드재 재활용 및 바이오매스 연료재

표 20 수확된 목제품 관련 정책



- 69 -

그림 9 수확된 목제품의 이용 시나리오에 대한 시스템 경계

(출처: Bais-Molemanet al., 2018, 4p 그림 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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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설계 변수 1. 원목 생산량 변화

산림청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원목 생산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관계부

처합동, 2016). 목재자원 자급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원목 생산량을 2015

년 4,913천m3에서 2030년 8,618천m3 까지 증가하는 정책을 반영하여(관

계부처합동, 2016) 원목 생산량을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시

나리오를 적용하였다. 2030년까지 매년 약 400천m3의 원목 공급량을 증

가시키는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시나리오 설계 변수 2. 원목의 제재목과 보드재 투입 비율 변화

제재목 생산의 원목 투입 비율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제재목 생산 비율은 2030년까지

2015년도 대비 10% 증가시키는(관계부처합동, 2016) 계획을 시나리오에

반영하였다.

보드재 생산의 원목 투입 비율

2017년도 기준 국산 원목의 12%가 에너지 이용을 위해 바로 투입되고

있고10) 바이오 연료림 조성 등의 사업에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다. 2011년 더반에서 국산 목제품을 대상으로 탄소 저장효과가 인정되었

기에 연료재로 쓰이는 국산 원목을 목제품으로 선 이용한 이후 연료재로

이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저감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연료재로

쓰이는 원목의 품질은 원료재급으로 제재목 생산이 어려우나 보드재로

생산하여 산업에서 쓰인 이후 바이오 SRF 등의 형태의 연료재로 이용하

여 목재의 이용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늘리고 목재

이용의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다. 바이오매스 조림목의 보드재 연료 공급

에 대한 인센티브로 임업인이 추가적인 탄소를 증가시키는 활동을 독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원으로 바로 이용되는 목재를 보드재

원료로 10% 이용하는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저감량을 확인하였다.

10) 그림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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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설계 변수 3. 제재목과 보드재의 건축재 투입 비율 변화

제재목의 건축재 투입 비율

제재목이 이용되는 시간 동안 탄소를 저장한다. 제재목의 반감기는 각

국에서 이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르게 구축되어 있다11). 이는 각국에서

제재목이 산업별로 투입되는 비율이 다른데 기인한다. 제재목의 산업별

이용 반감기는 1년(토목용재)에서 100년(건축 구조재)까지 차이가 매우

크다(표 16). 목제품 중 내구성이 가장 좋은 제재목을 반감기가 긴 건축

재로 이용함으로써 오랫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특히 건축 구조재

는 가장 오랜 반감기를 갖고 있다. 국산 제재목을 건축 구조재로 이용하

기 위해서는 건축 구조재로 쓰일 수 있는 제재목의 공급과 질 좋은 원목

의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3~5영급 산림의 형질급 1급 원목으로 생

산된 제재목을 건축 구조재로 사용하는 비율을 20% 증대하는 제재목 이

용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현재 수입재로 이용되고 있는 건축구조재를

국산 목재 우선 조달 정책 등을 통해 국산 제재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보드재의 건축재 투입 비율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파티클보드 원료의 99.9%는 폐목재를 이용하

고 있어(산림청, 2018a) 목재 자원의 순차적 이용에서 목재 자원의 재이

용을 위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파티클보드 업체 수

는 2015년도 4개에서 원료재 공급 부족으로 한 개 업체가 사업을 종료하

여 현재 선창, 동화, 한솔 재생 3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원료재 공급 부

족이 해결되면 한 개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여 수입되는 파티클보드를 국

내에서 생산된 파티클보드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갖고 있다(보

드업체 및 합판보드협회 담당자 인터뷰). 폐목재는 전소비자 폐목재와

11) 네덜란드는 가문비나무와 포플러 제재목과 참나무와 너도밤나무의 반감기를 각각 18
년, 45년으로 갖고 있고(Nabuurs, 1998), 미국은 40년(Skog and Nicholson, 1998), 
핀란드는 50년(Karjalainen et al., 1994), IPCC 2006 가이드라인에서는 글로벌 수준
의 제재목 이용 반감기를 35년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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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소비자 폐목재로 분리된다12). 전소비자 폐목재는 자원으로 다시 이용

되고 후소비자 폐목재를 연료재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목재 자원 이

용 방법이다. 1등급과 2등급 폐목재는 전소비자 폐목재로서 파티클보드

생산에 재활용되어 목재 산업으로 재투입되며, 전소비자 폐목재 재활용

은 에너지 산업과 경쟁적 관계에 있다. 토목과 수송산업으로 투입된 국

산 제재목도 재이용될 경우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 효율을 늘릴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

한 시스템과 보드업체의 원료재 이력 관리를 통하여 토목과 수송 산업으

로 투입된 국산 제재목으로 생산된 보드재를 구분함으로써 국산 목재를

대상으로 하는 수확된 목제품 탄소 계정에 추가할 수 있다. 조달 정책에

서 국산 제재목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보드재에 대한 우선 구매는 시장 인

센티브로 기능하여 보드업체가 국산 제재목을 원료재로 재활용 하는 동인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국산 제재목 재

활용으로 생산된 보드재에 대한 조달 우선정책을 이용한 건축재 투입을

유도하는 최선의 순차적 목재 자원 이용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설계 변수 4. 제재목의 보드재 재활용 비율 변화

우리나라에서 국산 제재목의 58%는 단수명 목재 산업인 토목과 수송

으로 투입되어 건축 가설재와 토류판, 거푸집, 수송 상자, 수송용 목재

파레트로 이용되고 있다(표 25 참고). 토목, 수송 부문에서 나온 폐목

재13)의 약 45~50%가 재생칩으로 재활용되어 파티클보드 연료재로 쓰이

고 있다(보드업체 담당자 인터뷰). 토목과 수송 용재로 이용되고 있는 제

재목을 보드재 원료로 이용하여 사용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목재에 저장

된 탄소를 대기방출로부터 지연 시킬 수 있다. 기술적으로 보드재를 최

대 6번까지 다시 보드재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합판보드협회, 2011) 처

리 비용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1회 재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2) 2.3.3 순차적 목재 이용 참고
13) 사용 기간 이후 폐기되면서 건축 가설재와 토류판, 거푸집 등의 토목용재는 건설 폐목

재로 분류되고 수송 상자와 수송용 목재 파레트는 사업장 폐목재로 분류되어 환경부 폐
기물 통계로 집계된다(4.4 폐목재 재활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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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량 증가 정책에 근거하여 원목 생

산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계획을 반영함. 제재목 

생산 비율은 2030년까지 2015년도 대비 10% 증가시키는(관계부처합동, 2016) 계획을 반영함. 시나

리오 적용을 위해 2030년까지 증가량을 등분하여 적용함.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00m3 씩 

원목 생산량을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함

     b: 우리나라 3~5 영급 산림의 형질급 1급목 비율이 약 28%로 이를 제재목 생산으로 투입하는 시나리

오를 설정함. 자원 분배 정책을 통해 원목의 30%를 제재목으로 투입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함

     c: 우리나라 3~5 영급 산림의 형질급 1급목(약 28%)으로 생산된 제재목을 건축 구조재로 20%를 추

가 공급하는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함. 현재 수입재로 이용되고 있는 건축구조재를 국산 목재 우선 조달 

구분
1) 원목 

생산량 증가

2-1) 제재목 

생산 원목 

투입 비율

2-2) 보드재 

생산 원목 

투입 비율

3-1) 

제재목의 

건축재 이용 

비율

3-2) 보드재 

건축재 이용 

비율

4) 제재목 

보드재 재활용 

비율

적용 

범위

Tier 2

Tier 3

BL. 베이스라인 - 10% 39% 11% 42% 0%

A. 

생산량 

증가

A-1
매년 400m3 

증가a
20%(+10%a) - - - -

A-2
매년 400m3 

증가a
30%(+20%b) - - - -

B. 목재 

자원 

분배

B-1
매년 400m3 

증가a
30%(+20%b) - 31%(+20%c) - -

B-2
매년 400m3 

증가a 30%(+20%b) 49%(+10%f) 31%(+20%c) 62%(+20%e) -

C. 

최적의 

순차적 

목재 

이용

C-1
매년 400m3 

증가a
30%(+20%b) 49%(+10%f) 31%(+20%c) 62%(+20%e)

45%d(건축재)

10%g(가구재)

50%g

(토목/수송재)

C-2 - 30%(+20%b) 49%(+10%f) 31%(+20%c) 62%(+20%e)

45%d(건축재)

10%g(가구재)

50%g

(토목/수송재)

표 21 시나리오 설계 변수별 투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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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등을 통해 국산 제재목을 건축 부문으로 공급함 

     d: 건축 폐목재 재활용 수거 최대 비율 45%(Hoglmeier et al., 2013; Bais-Molemanet al., 

2018)을 반영함

     e: 국산 제재목 재활용으로 생산된 보드재에 대한 조달 우선정책을 이용한 건축재 투입(한국농촌경제연

구원, 2019)

     f: 에너지원으로 바로 이용되는 원목 비율 10%를 보드재로 공급 

     g: 토목 및 수송 제재목 폐기량의 45~50%를 재생칩으로 파티클보드 원료로 이용하고 생활계에서 배출

되는 폐가구의 10%를 파티클보드 공장 설비에서 원자재로 이용함(보드업체 원료재 수급 담당자 인터뷰)

시나리오 A에서는 수확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이다. 정부에서 수립한 원목 생산량 및 원

목의 제재목 투입 비율 증가 정책을 반영하였다. A-1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매년 400m3씩 원목 생산량이 증가하고

국산 원목의 제재 부문으로의 투입 비율이 기존 10%(산림청, 2018a)에서

10% 증가한 20% 투입하는 시나리오이다. A-2는 국산 원목의 제재목 투

입 비율이 A-1 시나리오보다 10% 더 높은 30%를 제재 부문에 투입하

는 시나리오이다14).

시나리오 B와 C는 목재 이용 효율성이 개선된 미래 시나리오이다. 시

나리오 B는 순차적 이용 관점에 따라 국산 목재 자원 분배가 개선된 시

나리오이다. 현재 단수명 산업에서 58%가 이용되고 있어 탄소 저효율을

보이는 제재목을 탄소 효율이 높은 건축 구조재로 투입하는 시나리오를

B-1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B-1은 제재목 중 건축 구조재로 투입되는

비율을 11%에서 31%로 증가시킨 시나리오이다. B-2 시나리오에서는

B-1 시나리오에서 연료재로 투입되던 국산 원목의 10%를 보드재 생산

원료로 추가 투입하고, 수입 건축용 보드재를 국산 보드재로 대체하는

수입대체가 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 부분 이외 산업

(예. 토목, 수송 등)으로 투입되던 국산 보드재의 20%를 건축 부분에 투

입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C는 최선의 순차적 목재 이용

시나리오로, 순차적 목재이용 방법에 따라 탄소 관점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산 목재 자원의 분배가 조절되는 시나리오 B-2에 더하여 단

14)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량 증가를 위한 원
목  및 제재목 생산 증가 계획 반영(관계부처합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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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산업에서 쓰인 국산 제재목을 보드재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나리오

이다. C-1에서는 건축 산업에서 나오는 폐목재 재활용 비율을 기술적인

수준에서 최선의 재활용 수준인 45%를 적용하였다(Hoglmeier et al.,

2013; Bais-Molemanet al., 2018). C-2는 원목 생산량이 현행과 동일한

수준에서 C-1과 동일한 시나리오이다.

구분 No. 내용 

A 원목 생산량 증가 시나리오

A-1 1

- 원목 생산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가

 ·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00천m3 증가 

- 국산 원목의 제재목 투입 비율 10% 증가

 · 기존의 10%에서 20%로 증가 

A-2 2

- 원목 생산량 A-1과 동일

- 국산 원목의 제재목 투입 비율 10% 증가

 · 기존의 10%에서 30%로 증가 

B 목재 자원 분배

B-1 3

- A-2와 동일

- 제재목의 건축구조재 투입 비율 30% 증가

 · 기존 11%에서 41%로 증가

B-2 4

- B-1과 동일

- 국산 원목의 보드재의 건축재 투입 비율 20% 증가

 · 기존 42%에서 62%로 증가(20% 증가)

C 최선의 순차적 목재 이용

C-1 5

- B-2와 동일

- 재활용을 통해 단수명 목제품의 중수명 목제품으로 전환하는 시나리오

 · 토목용재와 수송용재 폐목재 비율 50%을 보드재 원료로 투입 

 · 생활계 폐목재 비율 10%를 보드재 원료로 투입

 · 건축 폐기물 비율의 45%를 보드재 원료로 투입 

C-2 6 - 현행 수준의 원목 생산량에서 C-1과 동일한 시나리오

표 22 국산 목재 이용 시나리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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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재목 생산의 효율성 분석

5.4.1 효율성 분석 모형

생산 효율성은 원재료 투입량 대비 제품 생산량을 의미한다. 생산관리

에서는 수율(收率, yield percentage)을 원자재의 이용 능률(산출량/투입

량) 계수로 나타낸다. 제재목의 생산 효율성의 증가는 경제적인 부가가

치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림 생태계에 원목 공급에 대한 생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재목 생산량에 대한 원목 투입량

으로 제재목 생산 효율성을 산출하였다(표 23). 생태적 효율성은 앞장15)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생태-경제 효율성(eco-efficiency)으로 투입된 생

태 요소 대비 경제적 효과를 뜻하며 최근 친환경 경영이 강조되면서 한

단위 경제적 산출에 대한 환경부담을 뜻한다. 이는 또한 투입된 환경 자

원 대비 경제적 산출로 볼 수 있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목 투입 대비 연간 매출액을

생태적 효율성 지표로 적용하여 투입된 원목 산지(국산/수입산)와 수종

(침엽수/활엽수)에 따른 생태적 효율성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한다.

순차적 목재 이용은 효율적인 목재이용을 위해서 제재목으로 선이용

후 보드재 등으로 재이용을 반복한 이후 이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에너지

원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목제품 이용의 사이클을 반복

하면서 목재 이용 시간을 연장시키기 때문에 이용 중인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 효율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장수명 산업에 제재목을 투입하여 이

용 시간을 장기화하고, 토목과 수송과 같은 단수명 산업에서 이용되는 1

등급 폐목재를 보드재로 재활용 하고 보드재로 이용된 2등급 폐목재를

다시 보드재 원료로 재활용 함으로써 목재 이용 시간을 장기간으로 늘릴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제재목이 건축용 구조재나 기

15) 2.2.2 생태효율성 개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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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건축용재로 쓰일 수 있도록 가공 시설과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제재목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 좋은 특용재급(침엽수), 1등

급(침엽수/활엽수), 2등급(침엽수/활엽수) 국산 원목이 공급될 수 있어야

되기에 우리나라의 산림 경영 방법과 정책과 연계된다. 탄소 효율적인

국산 목재 이용을 위해서는 제재목재 생산 기술과 1등급 및 2등급 폐목

재의 보드재 재활용 기술과 2등급 및 3등급 폐목재를 바이오매스에너지

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용 활성탄, 고형 연료, 가스화 이용 시설 등을 구

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원목의 품질은 침엽수의 경우 건축용 구

조재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용재급, 1등급 원목의 생산이 필요하고, 활

엽수는 1등급 원목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러한 등급의 원목은 침엽수는

직경의 사이즈가 21cm(편백/삼나무류)~27cm(소나무류)이상 되어야 하고

활엽수는 27cm 되어야 한다. 또한 통직하고 옹이와 섞음, 할렬 등의 결함

이 적어야 하기 때문에 조림수종의 적지적수 적용, 육종, 벌기령 등과 같

은 산림 경영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

과거 황폐화된 우리나라의 산림을 녹화하는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산

림녹화에 있었다. 세계적인 녹화 성공국가로 평가받으며 우리나라 국민

들은 푸른 산림을 갖게 되었으나 빠른 녹화를 위한 수종으로 조림된 우

리나라 산림에서 경제수종으로 쓰일 수 있는 특용재급~2등급 원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목보다는 3등급, 원주재, 원료재와 같은 저급 제재목이

나 목재칩, 보드재 원료, 땔감, 표고자목으로 쓰일 수 있는 임목으로 더

많이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직경이 크고 원목 품질

이 좋은 원목을 수입하여 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산림 영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3~6영급 산림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공급량은 수입원

목을 앞질렀다.

제재목 생산 시 수종별로 다른 기술력을 요구한다. 침엽수는 재질이

활엽수에 비해 무르고 제재가 쉽다. 반면 활엽수는 무늬가 아름다워 고

급 목재로 분류되나 하드우드로 불리는 것처럼 재질이 단단해 침엽수보

다 좋은 제재 설비와 기술력을 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원목의 산지(국산/수입)와 수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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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제재목의 생산 효율성과 생태적 효율성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제재업

체의 기술 수준을 파악한다. 한편 제재산업이 이용하는 원목의 품질에

따른 제품 생산 효율성을 확인하여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량을 효율

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시나리오의 근거를 마련한다.

종속변수로 생산 효율성과 생태적 효율성을 이용하였고, 설명변수로

원목 산지와 수종을 채택하고 더미변수 각각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5.4.2 자료

본 연구는 제재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한 목재이용실태조사의 패널데이

터를 이용하였다. 산림청에서는 통계청 승인 통계로 목재이용실태조사를

매년 제재목을 생산하는 제재업체에 대한 조사는 2007년부터 전수조사로

실시되었다. 2007년 6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시범적으로 조사를 시

작하였고 제재업체의 수가 점차 감소하여 2017년도에는 502개 제재업체

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재업체를 대상으로 한 목재이용

실태조사 설문지는 아래 <표 24>와 같이 일반현황, 규모 수준, 국산 및

수입 원목의 수급 및 생산량 조사, 부산물 등의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변수 내용 참고문헌

종속변수

생산 효율성 생산량/원목 투입량

Kando and 

Buongiorno(2009), 

Limaei(2013)

생태적 효율성 연간 매출액/원목 투입량
Kehinde & 

Awoyemi(2009)

설명변수

원목의 산지

더미변수

(국산 이용 제재업체: 1, 

수입목재만 이용: 0)

Daniels(2007)

원목의 수종

더미변수(침엽수 이용: 1, 

활엽수만 이용: 0)
Daniels(2007)

더미변수(활엽수 이용: 1, 

침엽수만 이용: 0)

표 23 제재업체의 원목 출처 및 수종 따른 생태 효율성 분석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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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의 수급과 생산량 조사는 원목의 산지에 따라 국산재와 수입재 투입

량을 조사하고, 국산재의 경우 수종, 지역, 공급유통망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제재목이 어느 산업으로 투입되는지 함께 조사함으로써 목재

가 이용되는 산업별 이용량을 국산재와 수입재를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주]‘*’: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 자료

(출처: 산림청, 2018a)

우리나라에서 원목을 가공하여 생산하는 제재목의 종류는 각재, 판재,

원주목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과 가구재로 널리 쓰이는 각재와 판

구분 세부 조사내용

일반현황
- 기관명, 대표자 인적사항, 경력, 회사 소재지, 설립년도, 

연락처, 회사형태, 사업품목, 생산·수입·유통 형태

업체 규모 및 

2017년 실적

- 제재시설 총량, 총 생산가능량(연), 일평균 제재량, 월평균 가

동일 수, 종사자 수, 연령대별 종사자 분포, 성별 종사자 분포, 

1인당 월 평균급여, 매출액(전체/일반제재)*, 원목 구입량·

재고량, 국내산/외국산 제재용 원목 소비량*, 제재목 구입여부, 

제재목 구입량과 판매량

국내산 원목 

제품생산 및 

판매량

- 국내산 원목 조달방법, 국내산 원목 조달방법별 구입량,  

국내산 원목 생산지역, 국내산 원목 생산지역별 구입량,  국내

산 원목 제품별 판매량·재고량*, 국내산 원목 판매처별 판매

량·재고량, 국내산 원목 제품별 생산량*

외국산 원목 

제품생산 및 

판매량

- 외국산 원목 조달방법, 외국산 원목 조달방법별 구입량, 

외국산 원목 침·활엽수별 구입량, 외국산 원목 제품별 판매량·

재고량*, 외국산 원목 판매처별 판매량·재고량, 외국산 원목 

제품별 생산량*

부산물 현황 - 부산물 발생 여부, 부산물 발생량·판매량

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 사업 운영 애로사항 및 문제점

표 24 제재업체의 목재 이용 실태 설문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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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만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원목을 횡단으로 절삭하는 공정

을 가지는 각재 및 판재와 달리 원주목의 경우 외피를 박피하는 방식의

제재 공정을 가져 제재 수율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 범위

에서 원주목 생산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7년도 기준으로 전수

조사된 제재업체 502개 업체 중 원주목을 생산하지 않는 412개 업체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5.4.3 분석 도구

효율성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분석 도구로 분산 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산 분석은 공분산을 이용하여 차이를 검정한다. 모형의 형태는 하나의

공변량(X)과 처리의 수가 k개 일 때 다음과 같다.

         수식 4 

여기서 Yij는 i번째((i= 1, 2, . . . , k) 처리에서의 j번째(j= 1, 2, . . . ,

ni) 반응변수값, μ는 반응변수에 대한 미지의 전체평균, τi는 i번째 처리

효과, β는 모든 처리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공변량 효과를 나타내는 회

귀계수, Xij는 i번째 처리의 j번째 공변량 값이며 는 오차항이다. 공분

산 분석을 통해 각 처리의 효과가 모두 동일하다는 귀무가설(H0 : τ1 =

τ2 = ··· = τk)과 그에 대한 일반 대립가설(H1 : τi들이 모두 같지는 않

다)을 검정한다. 모수적 방법인 공분산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만족되어져

야 하는 가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오차항인 가 등분산을

갖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변량 X가 각 처리에 미

치는 영향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공변량과 처리 간

교호작용에 대한 검정으로 가정이 만족되는지 알 수 있다(최윤정과 김동

재, 2017).

정규성 검정 결과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분포라고 보기 어려워 이 연구

에서는 비모수적 분산 분석 방법인 Kruskal-Wallis 방법을 이용하여 그



- 81 -

룹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Kruskal-Wallis 검정법(K-W검정법)은 잔차에

대한 순위를 이용하여 비교 그룹이 3개 이상일 때 그룹 간의 차이를 검

정하는 비모수적 분산 분석 방법이다(Kruskal and Wallis, 1952).

K-W 검정법은 잔차값을 더한 혼합표본에서 개체의 순위(I)를 이용하

여 그룹 간 차이를 검정한다. 가설 검증을 위한 검정통계량 검정통계량

HR은 수식 5와 같다.

     
 

      수식 5 

이 연구에서 귀무가설은 원목의 산지에 따른 제재업체 그룹(그룹 1.

국산원목만 이용하는 제재업체, 그룹 2. 수입원목만 이용하는 제재업체,

그룹 3. 국산과 원목을 모두 이용하는 제재업체)간 생산 효율성과 생태

적 효율성 평균이 모두 동일한 것이고 대립가설은 이 세 그룹 중 한 그

룹의 생산 효율성과 생태적 효율성 평균은 다른 것이다.

방법은 분산 및 총평균으로 집단 내 차이와 집단 간 차이를 F분포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집단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귀무가설

H0을 적용하며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할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을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산목재 투입 유무와 침엽수와 활엽수 원목 이용 여부

에 따라 구분하였다. 국산 원목의 투입시 1, 아닌 경우 0을 갖는 더미변

수로 처리하였다. 이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원목 산지에 따른 제재업체를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1. 국산 원목만 이용하는 제재업

체, 2. 수입 원목만 이용하는 제재업체, 3. 모두 이용하는 제재업체. 세

그룹의 생산 효율성과 생태적 효율성 차이를 K-W 검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종에 따른 차이 분석은 산지에 따른 그룹별로 각각 검정

하였다. 이용하는 원목 수종에 따라 제재업체를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

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1. 침엽수만 이용하는 제재업체, 2. 활엽수만 이용

하는 제재업체, 3. 모두 이용하는 제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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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원목의 산지(국산/수입)와 수종(침/활)에 따른 생산효율

성과 생태적효율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 모식도와 같이 하향 순

차적 방식으로 그룹간 효율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원목 산지에 따른 제

재업체간 효율성 차이를 분석하고 원목 산지에 따른 그룹별로 수종별 효

율성 차이를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그림 10).

그림 10 원목의 산지와 수종에 따른 효율성 차이 분석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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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결과 및 고찰

6.1 국산 목재 자원의 순차적 이용 현황

국산 목재의 이용 현황을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안된 순차적 이용(cascading use)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국산

목재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원목에서 1차 목제품으로 투입되는 비율

은 <그림 11>과 같이 약 72%가 목재 파쇄형 목제품(섬유재, 파티클보

드, 목재칩, 톱밥)으로 공급되었다. 순차적 이용 관점에서 강조하는 원목

의 제재목 선 이용은 14%에 그쳤다. 나머지 원목은 순차적 이용에서 목

재 이용 사이클의 마지막에 쓰도록 강조하는 연료재인 화목, 목\탄, 목재

펠릿 등으로 12%가 공급되어 바로 에너지로 이용되었다.

그림 11 국산 원목의 이용 현황

국산 원목의 가장 많은 부분(72%)은 섬유재와 목재칩 원료로 쓰이고 있

어 파쇄형으로 목제품으로 바로 투입되고 있다. 목재칩은 주로 제지와 연료

재로 쓰이고 있다. 국산 원목에서 가장 많은 목재를 소비하는 산업은 가구

부문이다. 섬유재와 파티클보드로 제조되어 가정 부문에서 가구재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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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산 HWP 이용 흐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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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순차적 이용에서 자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조하는 것은

제재목으로 이용된 이후 보드재 등 산업 용재로의 재활용이다. 우리나라

에서는 파티클 보드의 대부분의 원료가 재활용 목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섬유재의 경우 원료의 약 65%가 원목을 바로 파쇄하여 생

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티클보드 원료재 투입량 1,214천m3 중 99.9%

는 폐목재이고 원목 투입량은 0.1%가 투입되고 있다. 섬유재는 전체 원

료재 투입량 2,814천m3 중 국산 원목 투입 비율이 약 60%(약 1,685천

m3)를 차지하였고 재활용 목재가 약 35%(994천m3) 투입되었다(산림청,

2018a). 파티클보드의 원료는 제재 공정이나 합판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

물과 건설 및 생활계 폐목재에서 나오는 재생칩을 주 원료로 이용한다.

폐가구 등의 생활계 폐목재 등급은 2등급으로 파티클 보드 원료로 이용

이 가능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각종 이물질 처리 문제로 인하여 재활용되

지 못하고 있다.

2017년도 기준 토목으로 제재목이 약 1,542천m3(국산 원목 생산량

137,022m3, 수입 원목 생산량 576,895m3, 수입 제품 827,981m3) 투입되고

합판은 1,355천m3(국산 원목 생산량 2,673m3, 수입 원목 생산량

264,666m3, 수입 제품 1,088,084m3)이 토목으로 투입되었다. 섬유판은 561

천m3(국산원목 517,754m3, 수입 제품 43,906m3)이 토목으로 투입되어 제

재목과 합판, 섬유판에서 총 3,459천m3의 목재가 토목 산업으로 투입되

었다(산림청, 2018a; 산림청, 2018c). 폐목재 발생량은 임목부산물이

1,509천m3, 생활계 폐목재 577천m3, 건설폐목재 292천m3, 사업장 폐목재

1,023m3 발생하였다(환경부, 2018). 건설폐목재로 집계되는 폐목재 양은

폐기를 위해 실제 수거된 것이다. 당해에 토목으로 투입된 목재량에 비

해 건설폐목재로 수거되는 비율은 8%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비율은 목

재의 투입과 폐기된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수거율로 볼 수는

없으나 시차를 고려해도 폐기된 양이 매우 적다. 자원으로서 폐목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 자원과 아닌 폐목재로 구분되어 현장에서 쓰레

기로 보지 않고 자원으로 간주하고 폐목재의 이용처와 유통망이 구축되

어 있다.

탄소 저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제재목은 다른 1차 목제품보다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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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 50년 이상의 장수명 목제품으로 쓰일 수 있는 목제품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재목의 58%가 단수명 산업인 토목과 수송으로 각각 33%

와 25%가 투입되어 제재목의 이용이 탄소 관점에서 탄소 저장 잠재력이

낮은 산업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산업별 투입된 목재량 출처: 산림청(2018a)

국산 목재에서 2/3 이상이 공급된 파쇄형 목제품(섬유재, 파티클보드,

목재칩, 톱밥 등)은 다양한 산업으로 투입되고 있다.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는 목재칩은 제지 산업으로 41% 투입되었고, 에너지 이용으로 40%가

이용되었다. MDF는 가정용으로 71%가 투입되었고 뒤이어 건축으로

28%가 투입되고 있다. 파티클보드는 97%가 가정용으로 투입되었다. 우

리나라에서 목재 패널류는 제재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오래 이용하는

중수명 산업에서 이용되어 있었다.

구분 산업 목재량(m3) 탄소량(TC) 비율(%)

제재목

(419,731m3)

건축 102,944 23,574 24.7

토목 137,022 31,378 32.9

가정 6,281 1,438 1.5

수송 104,438 23,916 25.1

농업 6,674 1,528 1.6

기타 59,324 13,585 14.2

표 25 국산 제재목의 산업별 투입량

구분 이용 목재량(m3) 탄소량(TC) 비율(%)

목재칩

(2,088,762m3)

파티클보드 277,901 74,755 13.3

제지 861,587 332,573 41.2

기타 14,400 3,298 0.7

부산물 100,375 22,986 4.8

에너지 834,499 191,100 40.0

표 26 국산 파쇄형 목제품의 산업별 투입량



- 87 -

[주] 산업별 투입된 목재량 출처: 산림청(2018a)

우리나라 원목은 12%는 화목으로 바로 이용되고, 목재칩으로 투입되

는 원목의 18%가 에너지용으로 쓰이고 있다. 순차적 목재 자원 이용 관

점에서는 목재 이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에너지로 회수되는 것을 강조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산 목재의 약 1/3이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고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다.

[주] 산업별 투입된 목재량 출처: 산림청(2018a)

MDF

(1,835,251m3)

건축 517,754 152,737 28.2

가정 1,295,969 382,311 70.6

수송 21,528 6,351 1.2

파티클보드

(865,241m3)

가정 845,917 227,552 97.8

수송 19,324 5,198 2.2

목분/톱밥

(93,764m3)

목탄(에너지용) 3,824 876 4.1

농업 74,272 17,008 79.2

기타 15,668 3,588 16.7

합판

(4,223m3)

건축 1,429 382 33.8

토목 2,673 714 63.3

토목 121 32 2.9

구분 이용 목재량(m3) 탄소량(TC) 비율(%)

화목

(356,113m3)
에너지 181,613 41,589 100

목재 펠릿

(118,126m3)

에너지(가정용) 35,564 8,144 30.1

에너지(농업용) 770 176 0.7

에너지 81,792 18,730 69.2

목탄/목초액

(89,778m3)
에너지 8,519 1,951 100

표고자목(53,328m3) 농업 53,328 12,212 100

표 27 국산원목의 에너지 및 농용 목재 투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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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수확된 목제품 탄소 계정 방법론 비교

수확된 목제품을 국가 탄소인벤토리에 포함시키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정 결과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Tier 3 방법은 국가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기에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정값을 산정할 수

있지만 데이터와 국가 계수 구축의 한계를 갖고 있다. 반면 Tier 2 수준

의 방법은 계정의 용이함을 갖고 있는 반면 제재목과 보드재의 반감기

가 국제 평균 수준에 맞춰져 있어 각국에 적용 시 목재 이용 현황에 따

라 실제값과 괴리가 있는 탄소 계정값이 도출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두 방법의 계정 결과값 차이를 비교한 결과, 국내 목재 이용에서 Tier

2와 Tier 3 방법에 따라 탄소축적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Tier 2 방법으로 계정 했을 시 30년 후에는 Tier 3 방법 보다 두

배 넘는 탄소축적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ier 2 방법이 적용

하는 제재목 35년, 보드재 25년의 반감기가 우리나라에서 국산 제재목과

보드재를 이용이 건축재, 가구재 등의 장수명과 중수명으로 쓰인 국제

평균에 비하여 단수명, 중수명 산업으로 대부분 이용되는 형태에 기인한

다. 이로 인하여 국제 평균의 목재 이용을 반영한 반감기를 적용한 Tier

2 방법을 적용했을 시 실제보다 과대추정되는 계정량이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계정 방법별 수확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 축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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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별로 살펴보면 제재목의 경우 Tier 2 방법이 Tier 3 방법에 비

하여 30년 뒤에는 약 5배 높게 과대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평

균의 이용과 국산 제재목의 이용 형태 간의 투입되는 산업이 매우 다른

것에 기인한다. 제재목의 경우 현재 단수명 산업으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어 탄소 저장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제재목 이용은 탄소 효율이 매우

낮은 이용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목의 탄소저장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수명 이용에서 중수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을 통한 목재 이용 시간의 연장과 기술발전을 통한 장수명 산업용

제재목 생산 등과 같은 정책 수단을 통하여 제재목 이용을 통한 탄소 저

장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드재 역시 Tier 2 방법을 통한 탄소축적량이 Tier 3 방법보다 30년

후에 두 배 넘게 계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보드재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목재 자원을 재활용하여 산업재로 쓰일 수 있는 기반

이 구축되어 있어 단수명 제재목의 보드재 재활용을 통하여 국산 목재

자원의 이용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탄소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림 14 계정방법별 제재목의 탄소 축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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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계정방법별 보드재의 탄소 축적량

IPCC에서 제공하는 Tier 2의 국제 평균의 제재목의 반감기는 35년인

반면, 제재목이 산업으로 투입되는 비율을 고려하여 산업별 반감기를 적

용한 Tier 3 방법의 반감기는 2.5년으로 나타났다(그림 16). 국제 평균의

Tier 2 방법과 우리나라 국산목재 이용 실정을 반영한 Tier 3 방법을 적

용한 폐기율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기존의 Tier 2 방법을 우

리나라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축적량을 계정하는데 정확도 측면에서 리

스크가 존재한다.

그림 16 우리나라 제재목 이용 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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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재의 경우 Tier 2 방법의 반감기는 25년인 반면, 산업으로 투입되

는 비율을 고려하여 산업별 반감기를 적용한 Tier 3 방법의 반감기는

8.8년으로 나타났다(그림 17).

그림 17 우리나라 보드재 이용 반감기 

Tier 3 방법을 통해 계정한 수확된 목제품의 목제품과 산업별 탄소 축적

량은 2030년 기준 제재목보다 보드재가 약 8배 많았고 건축과 가정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드재의 산업 투입량은 가정 부문이 가장 많음에도 불

구하고(표 26 참고) 건축재의 반감기 이용 수명이 보드재 목재가구보다 길어

탄소저장고에 축적되는 탄소량은 건축 부문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표 28).

연

도

건축 토목 수송 가정 

건축

구조재

기타 건축재 토목가설재/거푸집 토장재/팔레트 목재가구

제재목 보드재 제재목 보드재 제재목 보드재 제재목 보드재

‘10 231 52 3,204 105 4 383 227 7 2,691 

‘30 803 161 9,873 170 6 810 481 17 6,932 

‘50 1,246 208 12,778 170 6 819 487 19 7,561 

‘80 1,719 233 14,311 170 6 820 487 19 7,657 

표 28 산업별 수확된 목제품 탄소 축적량(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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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목재이용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목재 이용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감축 잠재량을

초기(2030년), 중기(2050년), 후기(2080)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계정 방법

수준은 산업으로의 투입 변화를 적용 가능한 Tier 3 방법을 이용하였다.

모든 시점에서 가장 높은 탄소 감축 잠재량을 보인 시나리오는 양적인

투입 증가와 최선의 순차적 목재 이용을 하는 시나리오 C-1인 것으로 나

타났다. 정부에서 수립한 원목과 제재목 생산량 증가 정책 시나리오(A-1)

는 초기와 중기에 6개 시나리오 중 5위였으나 후기에서는 추가적인 원목의

생산 증가 없이 순차적으로 목재를 이용하는 시나리오 C-2 보다 탄소 잠재

감축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표 30). 가장 높은 탄소 감축 잠재

량을 보인 시나리오 C-1은 단순히 원목과 제재목을 증가시키는 현행 정

책 시나리오 보다 약 두 배 높은 탄소 감축 잠재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산 원목의 생산 증가 없이 현재의 원목 공급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목재를 이용하는 시나리오 C-2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보다 두 배 넘는

탄소 감축 잠재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2030

년 탄소 감축 잠재량은 19.2백만tCO2이고 시나리오 C-2의 탄소 감축 잠

재량은 30.3백만tCO2로 추가적인 순차적인 목재 이용을 통해서 11백만

tCO2를 더 감축할 수 있는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C-2의 베이스라인 대비 탄소 감축 잠재량 11백만tCO2는 우리나라 온실

가스 감축 목표에서 산림흡수와 국외감축 목표치인 38.3백만tCO2의 29%

에 해당한다(표 29, 표 30).

시나리오 2010 2030 2050 2080
BL 6,904 19,253 베이스라인 대비 증가량(Δ) 23,296 25,422 

A-1 6,904 30,392 11,139 29% 49,323 58,203 
A-2 6,904 32,782 13,529 35% 53,622 63,926 
B-1 6,904 34,983 15,730 41% 62,089 79,350 
B-2 6,904 40,998 21,744 57% 77,476 100,233 
C-1 6,904 45,404 26,151 68% 90,351 118,659 
C-2 6,904 30,277 11,023 29% 46,906 58,534 

표 29 시나리오별 이산화탄소 감축 잠재량                         (단위: Gg CO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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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목제품 우선 조달 정책 등을 통해 국산 제재목과 보드재로 건축재

이용을 증가시키는 시나리오는 원목과 제재목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정책보다

2.2~8.2백만tCO2을 더 감축할 수 있는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산림흡수와 국외감축 목표치인 38.3백만

tCO2의 6~22%에 해당한다. 한편 원목의 증가량 없이 국산 목재 자원의 순차

적인 이용을 하는 시나리오 C-2는 2030년에 현행 정책 시나리오인 A-1과

비슷한 탄소 감축 잠재량을 보였고 중기와 후기에서 A-1 시나리오보다 더

높은 탄소 감축 잠재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순차적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표 29, 표 30).

구분
번

호
시나리오

순위

‘30,’50 ‘80

A-1 1

- 원목 생산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가

 ·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00천m3 증가 
- 국산 원목의 제재목 투입 비율 10% 증가
 · 기존의 10%에서 20%로 증가 

5 6

A-2 2
- 원목 생산량 A-1과 동일
- 국산 원목의 제재목 투입 비율 10% 증가
 · 기존의 10%에서 30%로 증가 

4 4

B-1 3
- A-2와 동일
- 제재목의 건축구조재 투입 비율 30% 증가
 · 기존 11%에서 41%로 증가

3 3

B-2 4
- B-1과 동일
- 국산 원목의 보드재의 건축재 투입 비율 20% 증가
 · 기존 42%에서 62%로 증가(20% 증가)

2 2

C-1 5

- B-2와 동일
- 재활용을 통해 단수명 목제품의 중수명 목제품으로 

전환하는 시나리오
 · 토목용재와 수송용재 폐목재 비율 50%을 보드재 

원료로 투입 
- 생활계 폐목재 비율 10%를 보드재 원료로 투입
- 건축 폐기물 비율의 45%를 보드재 원료로 투입 

1 1

C-2 6 - 원목 생산량 현행 수준에서 C-1과 동일한 시나리오 6 5

표 30 시나리오별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감축 잠재량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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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순차적인 목재 이용 방법을 적용한 시나리오에

서는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현행 정책인 원목과 제재목 생산 증가 시나

리오보다 탄소 감축 잠재량이 더 큰 폭으로 차이가 났다(그림 18). 이용

중인 수확된 목제품 탄소저장고를 이용한 탄소 감축 잠재량은 후기로 갈

수록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에 따른 수확된 목

제품 탄소 감축 잠재량은 중기 2050년과 후기 2080년에 각각 49.3~90.4백

만tCO2, 58.2~118.7백만tCO2의 탄소 감축 잠재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산림흡수와 국외감축 목표치인

38.3백만tCO2을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로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고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정부 정책은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량을 증가를 통해 온실가

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기존의 Tier 2 계정 방법으로 계정한 결과를 기반

으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Tier 2와 Tier 3 방법 간 탄소저장량 감축잠재

량에 차이가 존재하여(표 31) Tier 2 방법을 통해 제공된 정책 정보의

정확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8 시나리오에 따른 수확된 목제품 이산화탄소 감축 잠재량 추이 

(단위: Gg CO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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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030 2080

Tier 2 Tier 3 차이량 Tier 2 Tier 3 차이량

BL 34,313 19,253 15,060 60,536 25,422 35,114 

A-1 51,000 30,392 20,608 144,723 58,203 86,520 

A-2 56,081 32,782 23,299 168,892 63,926 104,966 

B-1 56,081 34,983 21,098 168,892 79,350 89,542 

B-2 62,133 40,998 21,135 192,715 100,233 92,482 

C-1 67,292 45,404 21,888 223,609 118,659 104,950 

C-2 48,313 30,277 18,036 112,560 58,534 54,026 

표 31 계정 방법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 잠재량 차이                (단위: Gg CO2T)

Tier 2 방법은 실제 목제품 이용 형태를 보여주는 산업별 이용 현황을

반영할 수 없었다. 특히 Tier 2에서는 어떠한 산업으로 투입되어 이용 시

간이 증가되는, 단수명 이용에서 중수명으로, 단수명, 중수명 이용에서 장

수명으로 이용이 변화하는 질적인 변화가 측정되지 않았다. 반면 Tier 3

방법에서는 순차적인 목재 이용을 통해 탄소 감축 잠재량이 증가하는 질

적인 목재 이용 효율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었다. 계정방법에 따른 이산

화탄소 감축 잠재량의 차이는 후기로 갈수록 더 큰 차이를 보이고 특히

장수명 산업으로 투입되는 순차적인 목재 이용의 시나리오가 적용된

A-2와 C-1 시나리오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림 19 계정 방법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 잠재량 차이 

(단위: Gg CO2T)



- 96 -

6.4 제재목 생산의 효율성 분석

6.4.1 산지별·수종별 원목 이용 현황

우리나라 제재업체의 절반 이상이 수입 원목만 취급하고 있다. 국산

원목만을 취급하는 제재업체는 약 24%, 모두 함께 취급하는 업체는 약

23%이다. 종업원 규모 4명 이하의 극소규모의 제재소 비율이 약 3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10명 미만인 제재업체가 전체의 약 70%이고

20명 이상의 업체는 전체의 약 8%이며 연간 매출액 또한 5억 미만인 업

체가 전체의 약 3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출처: 산림청, 2018a)

구분
사례수 비율(%)

502 100

권역별

강원권 41 8.2

경기권 132 26.3

충청권 62 12.4

전라권 109 21.7

경상권 145 28.9

제주 13 2.6

원목 구분

국내산만 취급 121 24.1

외국산만 취급 262 52.2

모두취급 119 23.7

종사자 규모별

1~4명 185 36.9

5~9명 169 33.7

10~19명 109 21.7

20명 이상 39 7.8

매출 규모별

5억 미만 192 38.2

5~10억 미만 91 18.1

10~20억 미만 88 17.5

20억~30억 미만 33 6.6

30억~50억 미만 44 8.8

50억 이상 54 10.8

표 32 우리나라 제재업체의 일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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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산업으로 투입된 전체 원목의(8,100천m3) 약 45.8%(3,711m3)

가 제재업으로 투입되었다. 국산 원목과 수입 원목의 비율은 각각 16.8%

와 83.2%로 수입 원목에 대한 제재목 수요가 월등히 높다(산림청,

2018a). 국산과 수입 원목, 침엽수와 활엽수로 구분하여 제재소별 원목

이용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국산 원목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부

터 최대 68천m3까지 이용하는 업체가 있었고 업체당 평균 약 1.2천m3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윗값은 0으로 나타나 국산 원목을 사용하

지 않는 제재업체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02개 제재업체

중 240개 업체는 국산 원목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262개 업체는 수입 원

목만을 사용하여 제재목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 원목 이용은 최

대 379천m3을 이용하고 있었다. 수입 원목 사용에 대한 표준편차가 크고

평균값에 비하여 중윗값은 640m3인 것으로 보아 소수의 대규모 제재업체

에서 수입 원목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값 중윗값 표준편차

국산재 0 68,153 1,257 0 2,845

수입재 0 379,000 6408 640 22,706

표 33 제재업체의 연간 산지별(국산/수입) 원목 사용량 (2017, 1,000m3)

2017년도 기준 국산과 외국산의 원목 공급 비율은 각각 55.5%, 44.5%로

원목 공급에 있어 자급화에 다가가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

는 국산 목재 자급화를 위하여 목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순차적 목재 이용에서 필수적인 제재목 사

용에 대한 국산 목재 사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제재업체에서 생

산하는 제재목의 원목 산지에 따른 산업 투입 비율을 비교한 결과 제재목

생산을 위한 원목 공급량의 83.2%는 수입 원목이고 나머지 16.8% 만이

국산 원목으로 생산되었다. 아래 <표 34>에서는 목제품의 원목 산지(국산

/수입)에 따른 산업 투입 비율의 차이를 보여준다. 수입 원목으로 생산된

제재목은 건축으로 가장 많이 투입되었고(42.1%), 수송과 토목 순으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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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이용 수명이 높은 산업 순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또한 건축재로 투입

된 제재목의 26%는 장수명인 건축 구조재로 투입되고 있었다. 이와 대조

적으로 국산 원목으로 생산된 제재목에서 건축 구조재로 투입된 제재목은

3.4%에 그쳤다. 투입된 산업별로는 건축 구조재로 투입되는 제재목의 약

98%는 외국산 원목으로 생산되고 약 2%만 국산 원목으로 생산된 제재목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제재목은 외국산과의 투입 비율 중 반감기가

가장 짧은 토목으로 투입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수입 원목을 이용하는 4분위 대규모 제재업체에서 건축재로 공급하는 제재목

이 국산 원목을 이용하는 대규모 업체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5).

구분
반감

기

투입량
비율

산업 산지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건

축

건축 구조재 50년 9,408� 408,511� 3.4% 26.0% 2.3% 97.7%

기타 건축재 16년 44,444� 252,434� 16.2% 16.1% 15.0% 85.0%

건축 소계 - 9,408 408,511 3.4% 26% - -

가구 7년 4,969� 23,956� 1.8% 1.5% 17.2% 82.8%

수송 3.5년 119,165� 564,230� 43.4% 36.0% 17.4% 82.6%

토목 1년 96,785� 318,690� 35.2% 20.3% 23.3% 76.7%

합계 - 274,771 1,567,821 100% 100% - -

표 34 원목의 산지별 산업 투입 현황

사분위(quantile)
건축

가구 수송 토목
건축구조재 기타건축재

국산

사용

1 30.2 3.3 6.0 11.1 22.9

2 57.6 47.1 28.6 62.3 140.4

3 164.7 53.0 6.4 592.3 312.4

4 343.7 435.2 103.1 2,052.4 1,811.7

수입

1 15.3 28.5 2.7 11.2 31.4

2 122.9 140.1 64.7 113.1 219.6

3 241.3 575.7 150.9 604.5 923.9

4 6,153.0 3,212.7 158.8 8,527.4 3,308.0

표 35 제재업체 규모별 산업 제재소 투입 현황(m3)



- 99 -

수종별 원목 공급량은 침엽수 원목이 국산 0~35,000천m3이고 수입

0~380,000천m3이다. 활엽수 원목의 공급량은 국산 0~65,000천m3이고 수입

0~12,259천m3이다. 침엽 원목이 활엽 원목보다 훨씬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 중 수입 침엽 원목이 가장 많이 공급되고 있다(표 36). 원목 산지와 수

종별로 사용 현황을 분위별로 각각 살펴보았을 때 수입원목을 이용하는

제재업체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종별로 활엽수를

이용하는 업체는 국산과 수입 모두에서 적었고 특히 국산 활엽수 원목을

이용하는 제재업체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7).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값 중윗값 표준편차

국산 침엽수 0 35,000 2,370 800 4,119

국산 활엽수 0 65,000 326 326 4,280

수입 침엽수 0 380,000 7,787 1,080 25,418

수입 활엽수 0 12,259 315 0 1,172

표 36 제재업체의 연간 수종별 원목 사용량 (2017, 1,000m3)

분위
원목 침엽수 활엽수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1� 0 0 0 0 0 0

2� 0 0 0 0 0 0

3� 0 9 0 0 0 0

4� 0 110 0 4 0 0

5� 0 348 0 107 0 0

6� 1 919 0 419 0 0

7� 152 1,987 101 1,264 0 0

8� 667 4,292 533 2,909 0 0

9� 1,965 10,945 1,859 9,758 0 49

10� 7,161 52,203 7,155 48,499 115 2,277

표 37 원목 산지(국산/수입), 수종(침/활)에 따른 분위별 원목 사용량 (단위: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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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생산 및 생태적 효율성 기술통계

생산 효율성과 생태적 효율성의 평균, 중윗값, 최솟값, 최댓값, 1 분위

수, 3 분위수를 정리하였다. 생산 효율성은 연간 원목 투입량 대비 연간

제재목 생산량이다. 원목 품질과 제재업체의 기술 수준 등에 따라 생산

효율성이 달라진다. 생태적 효율성은 연간 원목 투입량 대비 연간 매출

액이다. 목재 자원의 투입 대비 경제적 부가가치를 보여준다. 투입된 원

목으로 생산된 제재목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준다.

원목의 산지별 그룹을 국산 원목만 이용하는 제재업체, 수입 원목만

이용하는 제재업체, 국산과 수입 원목 모두 이용하는 업체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을 때 생산 효율성의 평균은 국산 원목을 이용하는 제재업체의

생산 효율성이 수입 원목만 이용하는 제재업체와 모두 이용하는 제재업

체보다 약간 높았다. 생산 효율성의 중윗값은 국산 원목을 이용하는 제

재업체의 생산 효율성이 수입 원목만 이용하는 제재업체와 모두 이용하

는 제재업체보다 약간 높았다. 생산 효율성 최솟값은 수입재만 이용하는

제재업체의 최솟값이 가장 높았고 모두 이용하는 제재업체의 최솟값이

가장 낮았다(표 38).

생태적 효율성 평균은 수입재만 이용하는 제재업체가 가장 높았으며,

3 분위수에 위치한 수입재만 이용하는 제재업체의 생태적 효율성이 국산

재만 이용하는 업체과 모두 이용하는 업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세 그룹 모두 평균보다 중윗값이 낮았다.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제

재업체 중 생태적 효율성 최댓값이 23.8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춘향목과

같은 국산 특용재를 이용한 문화재 보수재의 경우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구분 평균 중윗값 최솟값 최댓값 1분위수 3분위수

국산재만 이용 0.5730 0.6000 0.1667 0.8000 0.5000 0.6500

수입재만 이용 0.5660 0.5784 0.3000 0.7888 0.5000 0.6001

모두 이용 0.5639 0.5681 0.1600 0.7488 0.5077 0.6000

표 38 원목 산지별 생산 효율성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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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 최댓값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표 39).

수염상자 그림을 이용하여 활엽수 원목의 원산지에 따른 생산 수율 차이

를 살펴보면 수입 활엽수 원목(아래 그림의 더미값 0)이 국산 활엽수 원목

(아래 그림의 더미 값 1)에 비하여 생산 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0 활엽수 원목의 제재 수율

6.4.2 원목 산지 및 수종에 따른 효율성 차이 분석

생산 효율성과 생태적 효율성 차이 분석에 앞서 통계패키지 R의

UsingR 패키지의 Shapiro-Wilk normality test를 이용하여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검정하였다. 생산 효율성은 p값이 1.596e-09를 보이며 모집단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구분 평균 중윗값 최솟값 최댓값 1분위수 3분위수

국산재만 이용 0.6405 0.2694 0.0206 23.8000 0.2000 0.4523

수입재만 이용 0.7411 0.4000 0.0000 8.8235 0.2535 0.7900

모두 이용 0.4560 0.3135 0.0391 4.8000 0.2326 0.4602

표 39 원목 산지별 생태적 효율성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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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적 효율성은 p값이 2.2e-16보다 더 작게 나오면서

생산 효율성과 같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정규성 검정의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정규분포가 요구되는 모수적 방법을 이용하는 대신 비모수적

분산 분석 방법인 Kruskal-Wallis 검정법을 방법을 이용하여 효율성 차

이를 검정하였다.

원목의 산지별 제재업체의 구분을 세 그룹(국산 원목만 이용, 수입 원

목만 이용, 모두 이용)으로 구분하여 효율성의 차이를 Kruskal 분산 분

석을 이용한 결과이다(표 40). 원목의 산지에 따른 효율성 차이는 생산

효율성에서는 세 그룹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태적 효율성에

서는 0.001 수준에서 세 그룹의 처리효과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

하고 세 그룹의 처리효과들이 모두 같지는 않다는 대립가설이 채택되었

다. 물리적인 생산 효율성에는 원목 산지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경제적

인 생산 효율성인 생태적 효율성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목 산지에 따라 경제적인 부가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산 원목은 수입 원목에 비하여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열위에 있어 제재용 공급이 적은 것으로 인식되어왔다(국립산

림과학원, 2017). 본 연구에서는 제재목 생산에 국산 원목과 수입 원목의

경제적 부가가치 차이가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원목의 수종에 따른 생산 효율성 차이는 국산 원목만 이용하는 제재

업체와 모두 이용하는 제재업체가 0.1 수준에서 생산 효율성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 원목만 이용하는 제재업체에서는

수종에 따른 생산 효율성이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종에 따른 생태적 효율성의 차이는 수입 원목만을 이용

p값(생산 효율성) p값(생태적 효율성)

0.5573 3.332e-05***

표 40 원목 산지에 따른 효율성 차이 Kruskal 분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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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재업체에서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41).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수입 원목만 이용하는 업체에서 수종에 따른 생태적 효율성 차이는 제

재목 생산 시 침엽수와 활엽수 원목 간에 경제적 부가가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경제목 조림은 대부분 침엽수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나는 연간 약 1만 ha의 활엽수가 조림되고 있지만 고급 활엽수

용재의 공급량은 부족한 실정으로 제재목 공급을 위한 활엽수 조림 기술

등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국립산림과학원, 2020). 이 연구에서 나타

난 제재목 생산의 수종에 따른 생태적 효율성의 차이는 제재목 용재 공

급을 위한 활엽수 조림의 필요성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상의 제재목 생산에 원목의 산지와 수종에 따른 효율성 차이를 분석

한 결과 국산 원목은 수입 원목에 비하여 경제적 부가가치가 낮은 제재

목을 생산하고 있고 활엽수 원목으로 생산한 제재목의 경제적 부가가치

가 높으나 대부분 수입 활엽수 원목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산 목재의 탄소 저장 효율성 증가를 위해 필

요한 장수명 국산 제재목 생산 증가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산 목

재의 탄소 저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 원목의 건축용 제재목 생

산을 위한 양질의 원목과 활엽수 제재 용재 공급을 위해 조림 단계에서

목재의 이용을 고려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한 것을 보여준다.

구분 p값(생산 효율성) p값(생태적 효율성)

국산 원목만 이용하는 제재업체 0.07437. 0.9647

수입 원목만 이용하는 제재업체 0.03552* 7.801e-11***

모두 이용하는 제재업체 0.05526. 0.1786

표 41 수종에 따른 효율성 차이 Kruskal 분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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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연구 고찰

수확된 목제품 탄소 계정 방법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산 목재 이용

시나리오에 따른 감축 잠재량을 산정하는 것은 목재 자원 이용의 지속가

능성과 생태적 건전성을 지향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고를 국가 탄소 인벤토리에 포함시키려는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

하다.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고는 산림 관리와 목재 이용 방법에 따라

순흡수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배출원이 될 수도 있어 지속가능성의

담보가 필요하다(Schwenk, 2012). 우리나라는 Tier 2 방법을 적용하여

원목과 제재목의 생산량 증대 정책을 통해 수확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

를 증가시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6). 그러나 여전히 산림과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고에 대한

계정의 정확성과 감축 잠재량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수확된 목제품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접근법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었고(최

수임, 2010), 2011년 더반 협약 이후 국산 목재로 한정되면서 접근법이

수정된 이후 반감기 연구를 통해 계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장윤성, 2014)

Tier 수준에 따른 계정 방법별 우리나라 적용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Tier 2 방법을 우리나

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속가능성

에 국제적인 이슈가 있는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계정 특성상 Tier 2 방

법을 이용한 정책 정보를 기반으로 수립된 정책이 본래의 기후변화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또 다른 정책들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지 체

계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필요하다(Bais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국산 목재 이용 및 제재업체의 효율성과 수확된 목제품

탄소 계정 현황을 통해 산림 관리와 목재 이용을 탄소 저장 효율적인 관

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목재 이용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탄소 감

축 잠재량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확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를

효율적으로 증가시키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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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고찰하였다.

수확된 목제품의 국가 탄소인벤토리 포함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정확성

이 담보되어야 한다. Tier 3 방법은 국가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기에 더 정

확하고 구체적인 계정값을 산정할 수 있지만 데이터와 국가 계수 구축의

한계를 갖고 있다(Dias et al., 2007). 반면 Tier 2 수준의 방법은 계정의

용이함을 갖고 있는 반면 적용되는 제재목과 보드재의 반감기가 국제 평

균 수준에 맞춰져 있어 각국에 적용 시 목재 이용 현황에 따라 실제값과

괴리가 있는 계정값이 도출되는 위험설을 내포한다(Skog et al., 2004). 국

내 목재 이용에서 Tier 2와 Tier 3 방법에 따라 탄소축적량에 상당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산 제재목과 보드재를

이용이 건축재, 가구재 등의 장수명과 중수명으로 쓰이는 국제 평균과

달리 단수명, 중수명 산업에서 대부분 이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유럽지역 사례의 Tier 2 방법과 Tier 3 방법의 계정 결과 비교는

Tier 2 방법보다 Tier 3 방법이 더 많은 수확된 목제품 탄소 축적량을

계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ier 2 방법에서 적용된 반감기가 리투

아니아 국산 목재 이용 형태와 유사한 가운데 Tier 3 방법에서 목제품

재활용 현황을 계정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다(Aleinikovas et al., 2018).

목제품별로는 제재목보다 보드재의 탄소 저장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생산접근법을 이용한 포르투갈 사례에서도 보드재가 제재목보다 약

두 배 많은 저장량을 보인 것과 비슷하다(Dias et al., 2007). 우리나라는

보드재가 제재목보다 2020년 기준 Tier 2 방법과 Tier 3 방법에서 각각

약 4배와 8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제재목 중심의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량 증가 정책에서 나아가 보드재의 탄소 축적량을 증가시키는

정책 방안이 우리나라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량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확성 측면에서 Tier 3은 국가의 목재 이

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어 Tier 2 보다 불확실성이 낮은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량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Dias et al., 2009). 목제품 단위

로 반감기를 적용하여 계정하는 Tier 2 방법에서 산업별로 반감기를 적

용하는 Tier 3 방법은 국가의 목재 이용 형태를 보다 더 잘 반영하는 탄

소 계정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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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탄소 축적량은 건축과 가정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드재

의 산업 투입량은 가정 부문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재의 반감기

이용 수명이 보드재 목재가구보다 길어 탄소저장고에 축적되는 탄소량은

건축 부문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일본 사례 연구에서도 건축 부문의 목

재 투입 증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인 증가가 있어 탄소 감축 잠

재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Tsunetsugu and Tonosaki, 2010).

목재 이용 시나리오에서는 제재목의 건축 구조재(반감기 50년) 투입 비

율 30% 증가하는 시나리오 B-1과 비교하여 보드재의 건축재(반감기 16

년) 투입 비율을 20% 증가하는 시나리오 B-2가 2030년 기준 약 6백만

tCO2 높은 탄소 감축 잠재량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

표에서 산림흡수와 국외감축 목표치인 38.3백만tCO2의 16%에 해당한다.

현행 수준의 원목 공급량에서 최선의 순차적 목재 이용을 하는 시나리

오 C-2의 탄소 감축량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C-1는 정

부의 원목과 제재목의 양적 증가 정책 시나리오보다 두 배 높은 탄소 감

축 잠재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순차적 이

용 방법을 수확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량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재 국산 원목 이용의 탄소

저장 효율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 원목과 제재목의 양적 증가와 함께 목

재 이용 시간을 증가시키는 질적인 목재 이용이 적용된 시나리오 C-1의

탄소 감축 잠재량이 가장 높게 나온 결과는 다른 연구의 사례와 같다.

아일랜드 사례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수확량 증가와 연장된 반감기가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Donlan et

al., 2012). 원목 공급 증가를 위해 산림에서의 수확량 증가시키는 시나리

오는 산림 내 탄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질적인 증가를 통해 수확된 목

제품 탄소 증가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다(Neilson et al., 2008). 양적인

증가없이 순차적인 이용을 하는 시나리오 C-2의 2030년 탄소 감축 잠재

량은 30.3백만tCO2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탄소 감축 잠재량 19.2백만

tCO2보다 11백만tCO2를 더 감축할 수 있는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산림흡수와 국외감축 목표

치인 38.3백만tCO2의 29%에 해당하는 양으로 순차적 목재 이용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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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원목의 수확 증가 없이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

량 증가를 위해 수명 연장을 강조한 Lun et al.(2012)의 연구와 같은 맥

락을 갖는다. 한편, 목제품의 수명 연장 등을 통해 탄소 저장량을 최대

4%까지 높일 수 있는 감축 잠재량이 있다고 나온 연구와 결과를 비교하

면(Sharma et al., 2011), 우리나라의 현재 국산 목재 이용이 순차적 이

용 관점에서 탄소 저장 효율적이지 못하여 순차적 목재 이용의 탄소 감

축 잠재량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순차적 목재 이용은 산림 관리에서 지금 보다 양질의 원목을 공급하고

산업과 소비자가 목재 재활용을 지금보다 높이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혁신은 국산 목재 자원의 이용 회전율을 높이고 산업대사의 질과 구조를

변화시켜 생태적으로 근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공

진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한다

(Olsthoorn and Wieczorek, 2006). 산업계와 목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참여가 순차적 목재 이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산림에서 대경목

원목을 생산하여 제재목 원료로 이용하고, 제재업체가 국산 목재를 건축

재로 공급하고, 제재목을 보드재와 같은 산업재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소

비 부문이 공급 부문에 중요한 동기를 제공하여 순차적 목재 이용을 촉

진할 수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목재 자원의 소비를 고려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EIO, 2012). 기존 조림 지침에 기반한 임업 관행보다

벌기령 연장 등 더 나은 장기 전략을 제시하고(Pingoud et al., 2010), 산

주 참여를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Nepal et al.,

2012). 조달 정책과 같은 시장 유인 정책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써 시장과 사회의 역할을 통해 지속적으로 순차적 이용이 될 수 있게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Little, 2005). 특히 산림 탄소상쇄사

업 등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증가시킨 목제품의 탄소 저장량을 목재를

공급하고 이용하는 일련의 중요한 행위자들에게 인센티브가 갈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순차적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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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이 연구는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량 증가를 목재 자원 이용의 생

태 효율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 효율성을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국산 목재 자원 이용을 통해 생태적 건전성을 담보

하는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정

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입된 목제품에 목재 이용을 의존하는 순 소비국가로서

국산 목재의 이용 형태가 수입 목재와 국제 평균의 이용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글로벌 수준의 목제품 단위의 Tier 2 방법

을 이용한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 현황에 대한 계정 결과는 각국의 목

재 이용의 실제 형태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격차가 존재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정보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고 당초 달

성하고자 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림에 축적된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시킴과 동시에 과도한 벌채를 촉진하여 우리나

라 산림의 퇴행천이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확된 목제품

의 탄소 계정 방법을 Tier 2 방법보다 계정 결과의 정확도가 높고 탄소

저장 효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Tier3 방법과 비교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해 산림과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고를 국가 탄소 인벤토리에

포함시키기 위해 타당성을 확보해야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량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산지 관리와 국산 원목의 생산, 우리나라 목재 이용의 부가가치 향

상, 산주의 경제적 소득 증진과 관련한 정책 이슈부터 산업의 목재 자원

공급과 소비자들의 목재 이용 실태, 폐목재 자원의 재활용까지 여러 정

책 이슈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수확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를 증가시키는 것은 정책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데 새로운 탄소 계정 방법을 적용하여 기존 방법과 비교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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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정책 목표와 수단이 합치될 수 있는 정책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식 체

계 발전시켰다는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산 목재를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 이

용하고 있지 않아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 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원목을 순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목을 제재목으로 공급하

기 위해 산림에서 2등급 이상의 품질 좋은 원목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국산 목재 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공급 부문에서의 산림

관리 및 경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재활용을 통해 목재 이용 시

간을 늘려 탄소 저장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문제는 폐기물 정책과 연결되

어 있다.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 저장량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키는 문제는

산림 관리, 산주의 경제 소득, 산업의 목재 자원 공급, 폐목재 재활용 등

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수확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를 이

용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하는 정책은 대경재 생산 및 목재 산업

의 기술 발전 및 부가가치 향상, 폐목재 물질 재활용, 바이오 SRF 연료

사업 정책 등과 같은 수단을 공유하는 반면 바이오매스 연료림 조성, 목

재 펠릿, 폐목재 신재생에너지 정책과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같은 정책

목표를 갖으면서 목재 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반대되는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 목재 자원 이용의 통합적인 정책 접근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이라

는 정책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책 수단이 서로를 훼손

시키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각각의 정책 수단들을

새롭게 결합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체론적 관점에서 목재 이용의 효율적인 탄소 저장을 위해

공급과 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목재 이용 현황과 탄소 저장 현

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재 이용 시나

리오에 따른 탄소 감축 잠재량을 평가하여 미래의 효율적인 탄소 저장을

위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산 목재자원의 이용흐름과

제재업체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자료 출처로 이용한 목재이용실태

조사 통계가 매년 보완되면서 조사 대상이 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어 매

년 조사하는 목제품의 종류가 일치하지 않아 최신년도의 자료인 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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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재업체에 한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

으나 추후 연구에서 보드재 등 다른 목제품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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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cological efficiency of wood resources
utilization

- focusing on carbon storage effects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in Korea -

JANG Eunkyung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Bioresour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17th UN Climate Change Convention agreed on the carbon storage effect of domestic wood products, carbon value was added along with the economic value of wood resources in use. Timber resources are a representative provisioning service among ecosystem services of forests, and they were recognized as having a trade-off of reducing the provision of environmental services such as regulating, support and cultural services during harvesting of wood. However, as the climate regulating function of domestic wood resources emerged,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how to utilize domestic wood resources efficiently is being emphasized in the consumption sector.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information for sustainable use and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rough ecologically efficient use of wood resources. The flow of domestic timber input from the manufacturing stage to the industrial stage was analyzed from the point of view of cascading use and the efficiency of the sawmill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source and species of roundwood. Based on these usage patterns, an alternative effort to further increase carbon storage was set as a scenario and the potential for carbon reduction was calculated to provide policy information in support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A policy direction to increase future carbon stocks was suggested through comparing the carbon accounting method between previous Ti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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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and Tier 3 method which can reflect current efficient use of domestic wood. Around 72% of the input from domestic roundwood was supplied to MDF and woodchip which are crushed for wooden products and only 14% of roundwood was supplied to sawn wood production. Sawn wood has the highest carbon potential with a long life of more than 50 years. However, in Korea, 58% of sawn wood is used for civil engineering and transportation; both are short-lived industries, manifesting the use of sawn wood with low carbon storage in Korea. For recycling, more than two-thirds of the raw material of particle board manufacturing was found to use recycled wood. On the other hand, MDF has low recycled wood material and uses domestic roundwood immediately crushed to produce MDF. About one-third of domestic timber was directly used as an energy source in Korea.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mount of carbon stocks estimated according to Tier 2 and Tier 3 methods. Using the Tier 2 method, it was found that after 30 years, the carbon stocks were more than twice that of the Tier 3 metho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half-life of 35 years for sawn wood and 25 years for wood-based panel is the international average usage pattern with long and medium-life of building materials and furniture materials compared to the usage pattern of domestic wood with short and medium life in Korea. For this reason, it was found that the results of the Tier 2 method overestimated carbon stocks.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the international average of half-life with the Tier 2 method and the disposal rate applied in the Tier 3 method that reflects the usage pattern of Korean domestic wood. Although currently Tier 2 method has been adapted to account carbon stocks of harvested wood products in Korea, there still remains a risk in terms of accuracy. The half-life of the international average of Tier 2 provided by IPCC, sawn wood is 35 



years, while the half-life is 2.5 years considering the ratio of input to the industry according to the usage pattern in Korea. In the case of wood-based panel, the half-life of the Tier 2 method was 25 years, but it was found that the half-life for wood-based panel according to the usage pattern in Korea was 8.8 years.  The results of scenarios show that the carbon reduction potential in the early-term (2030) and mid-term (2050) was highest in the policy scenario of A.2.1, which promote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creases. Scenarios B4 and B4C, which improved qualitative use by increasing the usage time of domestic wood without increasing the amount of roundwood input, were found to have a carbon reduction potential close to that of the A.2.1 scenario. In the long-term half (2080), the B4C scenario was found to have a higher reduction potential than the A3 scenario, which showed the second highest carbon reduction in the early and mid-term. Scenarios with improved efficiency of domestic timber use (B4C) were ranked higher than those with quantitative increase(A3).  This study went beyond the existing Tier 2 level carbon accounting to account for carbon stocks at the Tier 3 level. The actual state of domestic wood use and the accounting method were evaluated in terms of carbon efficiency, and the carbon reduction potential was compared according to the wood use scenario. This study develops a knowledge system on how to measure the carbon value, a function of wood's climate control, and evaluates the use of wood in terms of the efficiencies that must be achieved for sustainable resource use. Furthermore, it provides policy information to establish a successful response to climate 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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