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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총 9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자 2021. 5. 25.(화) 담당부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담당과장 과장 배재수 (02-961-2801) 담 당 자
연구사 김영환(02-961-2821)
연구사 한  희(02-961-2822)
연구사 장윤성(02-961-28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림청은 어린나무를 베지 않습니다. 

-산림청은 이산화탄소 순흡수량과 저장량을 함께 관리합니다- 
(오마이뉴스 5월 25일 자 보도에 대한 설명)

  ○ 5월 25일 오마이뉴스 <어린나무 베어버린, 산림청이 말하지 않는

불편한진실> 보도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 관련기사URL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

_CD=A0002745737

<보도 요지>

① 산림청이 30년생 정도의 어린나무를 자르고 있다고 주장

② 산림의 탄소흡수량보다 탄소저장량이 중요한데, 산림청은 이를 감

추고 있다고 주장

③ 임업선진국인 스웨덴이 총 임목축적의 2.4%를 벌채한 결과로

산림에서 탄소가 배출되고 있다고 주장

④ 산림청 보도자료에 제시된 나무의 생장률 그래프를 토대로

200년 노령림이 50년 이전 산림보다 탄소저장을 더 많이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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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입장>

□ 보도는 스웨덴의 벌기령과 비교하며 우리나라가 30년 정도의 어린

나무를 자르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우리나라는

어린나무 벌채를 막기 위해 수종별 생장 및 산림경영 목적에 따라

벌기령을 차별화하여 제시하고 있음(붙임 1).

“산림벌목을 많이 하는 스웨덴도 벌목 연령은 남부 70~90년, 북부 

120~150년으로 우리나라처럼 30년 정도의 어린 나무를 자르지는 않는다”(5월 

25일 자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 중)

- 산림소유자는 최소 기준벌기령 이상의 산림에서만 목재수확 가능

구분 국유림
공·사유림
(기업경영림)

가. 일반기준벌기령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60년
(100년)

40년(30년)
(100년)

잣나무 60년 50년(40년)
리기다소나무 30년 25년(20년)
낙엽송 50년 30년(20년)
삼나무 50년 30년(30년)
편백 60년 40년(30년)
기타 침엽수 60년 40년(30년)
참나무류 60년 25년(20년)
포플러류 3년 3년
기타활엽수 60년 40년(20년)

 (출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3)

□ 또한 보도는 탄소흡수량 보다 탄소저장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산림청이 의도적으로 탄소저장량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주장함.

이는 사실과 다르며, IPCC 지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는 해당 연도의 연간 배출량과 흡수량을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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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부문은 탄소흡수량과 함께 탄소저장량도 산정하고 있으며,

제1차(2014) 및 제2차(2018)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통해 국내

산림의 탄소저장량 추이를 밝힌 바 있음.

“산림청은 연간 흡수량이 떨어지는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

를 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흡수량이 

아니라 저장량(고정량)임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5월 25일자 오마

이뉴스 기사 내용 중)

○ IPCC 지침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탄소축적(탄소저장량)의 변화

량으로 산정함. 즉 두 시기 간 탄소저장 증가량이 순흡수량이며, 따

라서 탄소저장량을 산정하지 않고 흡수량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함(환경부. 2021.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 보고 검증 지침).

○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관장하는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GIR)의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실린 우리나라 산림의

임목축적 통계에 국가고유 탄소계수를 적용하여 탄소저장량을 재계

산하면, 우리나라 산림의 이산화탄소 저장량은 1990년 4억 8천만 톤에서

2018년 18억 9천만 톤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함(붙임 2).

○ 한편, 탄소저장량의 연간 증가량, 즉 순흡수량은 1990년 3,828만 톤에서

2000년 6,138만 톤으로 빠르게 증가한 이후 6천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 6,150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빠르게 하락하여 2018년에는

2008년 대비 75% 수준인 4,560만 톤으로 감소함(붙임 2)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순흡수량으로 규정함. 산림의 순흡수량 증가는 결과적으로 탄소

저장량 증가에도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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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는 스웨덴의 산림이 이산화탄소 배출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최근 관련 연구자들에 따르면 산림분야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국가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보다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간 총 임목축적량의 2.5%를 벌채한 결과이다.” (5월 25일자 오마
이뉴스 기사 내용 중)

○ 스웨덴이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보고서(NIR)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산림은 지속적으로 탄소흡수원

으로서 기여하고 있음(붙임3).

- 2018년 기준, 스웨덴의 산림부문은 총 4,490만톤 흡수

□ 또한 오래된 숲의 탄소저장량이 초기 저장량에 비해 더 크다는

보도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검토의 여지가

있음.

“초기 5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는 생장률은 언뜻 탄소를 많이 저장한다는 

착시를 불러일으키지만 면적, 즉 떠도는 탄소를 고정하는 저장량으로 따지면 

전혀 그렇지 않다. 초기 50년 동안 저장한 탄소량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다음 50년 동안에는 무려 230을 저장하고...(중략)...150년~200년의 50년 

동안에도 무려 160을 저장한다”(5월 25일자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 중)

<5월 25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에 실린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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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보도된 그래프는 ‘나무’의 생장률을 보여주는 것일 뿐 나무가

모여 있는 ‘산림’의 생장률을 보여주는 것은 아님.

- 산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목의 수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생장량과 흡수량이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임(붙임4).

○ 둘째, 분석된 수종은 세계적으로 생장이 좋은 북미지역에 분포하는

미송(Douglas-fir, Pseudotsuga menziesii var. menziesii)으로,

이런 수종에 대한 연구 결과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함.

<국내 침엽수림의 임령별 생장량 변화>

* 국립산림과학원 내부자료

<미국 미송림의 임령별생장량 변화>

* US Forest Service.1982. Yield Tables
for Managed Stands of Coast Douglas-fir

붙임 1. 기준벌기령, 벌채 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2.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저장량 및 순흡수량 추이

3. 스웨덴 산림지 부문 탄소저장고별 순흡수량

4. 국내 및 일본의 산림 나이에 따른 탄소흡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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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 기준 벌기령

구분 국유림
공·사유림
(기업경영림)

가. 일반기준벌기령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60년
(100년)

40년(30년)
(100년)

잣나무 60년 50년(40년)
리기다소나무 30년 25년(20년)
낙엽송 50년 30년(20년)
삼나무 50년 30년(30년)
편백 60년 40년(30년)
기타 침엽수 60년 40년(30년)
참나무류 60년 25년(20년)
포플러류 3년 3년
기타활엽수 60년 40년(20년)

나. 특수용도 기준벌기령
펄프, 갱목, 표고·영지·천마 재배, 목공
예, 숯, 목초액, 섬유판(fiber board), 산
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일반기준벌기령중 기업
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한다. 다
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특수용도기준
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1.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옻나무·약용류(「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약용류 중 약용을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으로 한정한다)
또는 지장목의 벌채와 임지생산능력급수 Ⅰ급지부터 Ⅲ급지까지의 지역에서 리기다소
나무를 벌채하는 경우에는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입목벌채허가 신청 시 별지 제53호서식의 목재사
용계획서에 목재를 펄프, 갱목, 표고·영지·천마 재배, 목공예, 숯, 목초액, 섬유판(fiber
board),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하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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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저장량 및 순흡수량 추이

○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저장량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연간 순흡수량은

’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다 ’08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

- ’90년 4억 8천만 톤이었던 우리 산림의 이산화탄소 저장량은 ’18년

18억 9천만 톤으로 4배 가까이 증가

-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90년 3,828만 톤에서 ’00년 6,138만 톤

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6천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08년 6,150만 톤

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8년 4,560만 톤으로 급격히 감소

구분 1990 2000 2008 2015 2018

CO2 저장량 483,148 899,636 1,376,024 1,748,898 1,889,751

CO2 순흡수량 38,227 61,380 61,488 48,505 45,596

<우리나라 산림의 이산화탄소 저장량 및 순흡수량 추이(단위 : 천CO2)>

* 순흡수량 추이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참고

저장량 추이는 위 보고서의 임목축적을 바탕으로 재계산

  

<우리나라 산림의 이산화탄소 저장량 및 순흡수량 추이>

* 순흡수량 추이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참고

저장량 추이는 위 보고서의 임목축적을 바탕으로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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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스웨덴 산림지 부문 탄소저장고별 순흡수량

○ 산림지 부문 탄소흡수원별 순흡수량 ※(+) 배출, (-) 흡수

(단위: Mt CO2)

연도 계 바이오매스 고사목 낙엽층
토양

무기토양 유기토양

1990 -38.2 -36.0 -4.2 10.0 -14.1 6.1

1995 -36.6 -35.6 -3.1 10.0 -14.1 6.2

2000 -41.5 -36.6 -6.7 9.8 -14.2 6.2

2005 -29.2 -22.9 -9.4 12.3 -15.3 6.1

2010 -46.1 -37.6 -7.2 8.7 -15.6 5.6

2012 -47.2 -35.0 -10.1 8.4 -15.7 5.2

2013 -45.6 -36.8 -6.4 8.7 -16.3 5.2

2014 -43.9 -35.2 -6.2 9.2 -17.0 5.3

2015 -44.1 -35.3 -5.6 8.1 -16.7 5.4

2016 -44.5 -35.5 -5.8 7.6 -16.2 5.4

2017 -44.8 -35.5 -6.0 7.5 -16.2 5.4

2018 -44.9 -35.7 -5.9 7.5 -16.2 5.4

* 자료 출처 : 2020 National Inventory Report Sweden (unfccc.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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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국내 및 일본의 산림 나이에 따른 탄소흡수량

○ 국내 주요 임상별 연간 CO2 흡수량(tCO2/ha/년)

임 령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강원지방소나무림 7.5* 9.6 10.1 10.0 9.6 9.0 8.2 7.5 6.7 6.0 5.4 4.7 4.2

중부지방소나무림 3.5* 5.2* 6.9* 15.8 12.4 9.0 6.4 4.6 3.3 2.4 1.8 1.4 1.1

잣나무림 5.4* 10.6 11.8 11.6 10.8 9.9 9.1 8.3 7.6 7.0 6.5 6.1 5.7

낙엽송림 9.1* 9.4 10.5 10.0 9.5 8.9 8.5 8.1 7.9 7.6 7.5 7.3 7.2

리기다소나무림 4.5* 10.5 13.9 13.8 12.4 10.5 8.7 7.1 5.8 4.8 4.1 3.5 3.1

편백림 5.2* 8.0 8.8 8.8 8.2 7.4 6.6 5.8 5.2 4.6 4.1 3.7 3.4

상수리나무림 11.2* 13.1* 15.9 14.9 14.0 13.1 12.3 11.6 10.9 10.4 9.8 9.3 8.9

신갈나무림 8.6* 11.9* 15.0 11.8 9.3 9.1 8.4 7.9 7.5 7.1 6.8 6.5 6.3

*임분수확표에 없는 자료로 추정치를 적용한 값임.

**임분수확표의 임분단위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임령기준의 흡수량을 제시함.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2019.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ver. 1.2). NIFoS 산림

정책이슈 13쪽.

○ 일본 주요 임상별 연간 CO2 흡수량(tCO2/ha/년)

20년생 전후 40년생 전후 60년생 전후 80년생 전후

삼나무림 12.1 8.4 4.0 2.9

편백림 11.4 7.3 4.0 1.1

천연활엽수림 5.1 3.7 1.1 0.4

출처 : 일본 산림총합연구소(ffpri.affrc.g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