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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정의
 기후변화(climate change)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기후요인(climate factor)
기후변화의 흐름에서 관찰되는 기상 인자. 예를 들어 연평균기온, 이산화탄소농도, 계절별
강수량, 태풍 빈도/강도, 겨울과 봄철 가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기후 동인(climatic driving force)
기후변화의 경향 속에서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기후요인을 뜻한다(IPCC,
20141)). 기후 동인은 각 분야별로 다양하다.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기후동인에 의해 야기된 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하며, 직접 영향을 받는 제1차 영향과 제1차 영향
으로 인해 파생되는 제2차 영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기후변화가 산림의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의 정도, 즉 과거 및 현재 상태를 기준
으로 해서 5년마다 변화된 차이를 구명하는 것과 미래에 도래할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후변화 취약성(climate change vulnerability)
기후변동과 극한현상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CCRA, 20122); IPCC, 2014).

기후변화 취약성평가(-assessment)
과거 대비 현재 당면했거나, 미래에 당면하게 될 부정적 영향에서, 그 영향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정책의 유무 및 기여정도 등의 대응능력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 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았거나, 장차 영향을 받아 취약해질 분야에 대해 그 영향을 조절하거나
취약성을 저감하는 것을 말한다(IPCC, 2014).

1) 기후변화 관련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nel on Climate Change, IPCC) 제5차
종합보고서. 2014.
2) 영국 기후변화 위험 평가 보고서(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CCR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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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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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기후변화와 산림의 적응정책

서
론

지난 133년간(1880-2012년) 지구평균 기온은 0.85℃ 상승하였다(IPCC,
2014). 이는 IPCC 제4차 보고서에서 추산한 100년간(1906-2005년) 상승치
0.74℃보다 높은 것으로 1950년대 이후 관측결과는 지난 수십-수천 년 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제21차 총회에서는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의 책무를 강화하는 협정이 체결되었고, 2016년 11월 발효되었다. 이
에 각 당사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모든 분야 가운데
에서도 산림은 탄소의 주요 흡수원이기도 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상
기상 발생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압력 하에서 산림의 기능을 보전·증진시키기 위한

기후
변화
영향
실태
조사
및
평가
방법

적응 활동은 국제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상고온, 극심한 가뭄과 집중호우 등의 발생 빈도와 강도
가 커짐에 따라 산불 발생기간이 늘어나고, 산사태 발생 위험이 증가하며, 산림병
해충에 의한 피해가 심해지고, 산림생태계가 쇠퇴,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성이 변
하고 있다3). 이는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
한 지역사회와 국가단위에서의 적극적인 적응 활동이 필요하다. 한편 산림은 한 세
대의 주기가 길고, 장기적인 적응 대책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
서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정책을 수
립·이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산림이 기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고(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평가하는 것(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산림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에는 「제
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21-2025)」(관계부처합동)과 「농림수산식품 기후변
3) 관계부처합동. 2014~2020. 이상기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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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대응 기본계획(2021-2030)」(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산림청의 「2030 산림탄소
경영전략」, 「제2차 탄소흡수원증진종합계획」,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안)」(수립중) 등이 있다. 국가 단위에서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하는 임
업·산림분야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는 이러한 적응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과학적인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다.

<임업‧산림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관리 전략 도출 체계>

❍ 법적 의무 사항 강화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5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 2를
신설함으로써 임업·산림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
가의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법제화하였다. 본 법률은
2016년부터 매 5년마다 기후변화가 농업․농촌 및 임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의 실태
를 조사하고 취약성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표함으로써 그 결과를
적응 정책 수립과 이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임업분야에 관한 권한이 산림청장에게 위임되었으며(2015.11.30.),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과 국립수목원장에게,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권한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재위임하였다(산림청고시
제2017-14호(’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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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업무 주요내용
▷ 산림지역의 이상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Ⅰ

▷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9조 2(2015.11.30.)

서
론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51조의5(기후
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의 신설(’19.1.8.)로 산림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기후
변화

❍ 지침 개정 이유
2017년 지침을 제작한 이후로 3년여간 실태조사와 평가를 위한 분석을 실시해

영향
실태
조사
및

본 결과, 조사 환경과 방법론 등에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현지 여건에 따라

평가

조사지역을 수정 해야하는 분야도 있었고, 그간 활용자료 출처가 확장되거나 분석

방법

방법론이 개발된 분야도 있었다. 이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실태조사와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의 품질 제고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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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및 평가대상
❍ 본 지침 개발의 목적
기존에도 산림의 다양한 세부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바 있으나, 전국단위에서의 안정적인 자료를 산출하고 및 의사결정을 지원
할 수 있는 수준의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방법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신설된 임업·산림분야 기후
영향평가등의 법적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부분야별로 필요한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방법론을 개발4)하였다. 방법론을 개발한 과정은 표1과 같다.
<표 1> 임업·산림분야의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평가 방법론 개발 과정
단계

추 진 내 용
 방법론 개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공유

1

 세부 연구분야 및 참여연구진 선정
 연구수행체계 및 최종성과물 논의
⬇
 방법론 개발 연구 추진 방식 확정

2

 각 세부 연구 분야별 기존의 조사 방법론 검토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관련 용어 정의 검토
⬇

3

 기후 동인 및 영향 목록 발굴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론 논의
⬇

4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추진 실무 논의
 내외부 전문가 자문 및 검토
⬇

5

 임업·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평가 방법 확정

4) 산림청이 고시한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제2017-14호, 2017.2.2. 제정)’은 본 방법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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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대상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대상은 위의 법적 위임업무를 반영하
여, 6 분야 19 세부분야로 구성하였다(표2). 그 중 ‘산림 이상기상’은 각 세부분야의

Ⅰ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에 활용하는 기반자료의 산출 및 제공의 성격을 지니
므로 영향 및 취약성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생태계 변화 중 ‘산림생물(식
물)계절변화’는 취약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후변화 영향까
지만 평가하기로 하였다.

서
론

<표 2> 산림분야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대상 목록
분야
산림 이상기상

산림자원변화

산림생태계 변화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성 변화

산림교란

산림생물다양성

세부분야

취약성평가여부

산악지역 기상특성

˟

중·단기 기후변화 예측

˟

임목자원량 변화

O

기후
변화

산림종자 생산량 변화

O

영향

산림생태계 쇠퇴

O

실태
조사

산림생산성 변화

O

및

산림수문

O

평가

산림생물(식물)계절

˟

방법

버섯류

O

유실수(산림 과수)

O

산림약용자원

O

고로쇠수액

O

산불

O

산사태

O

산림병해충

O

산림식물

O

산림곤충

O

산림동물

O

침입외래식물

O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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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침 구성 및 활용
본 지침의 각 장은 위 표 2의 세부분야 순으로 구성하였다. 각 세부분야별로 조사
대상을 명시하고 기후변화가 각 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목록화(산림 이상기상 제외)하
였다. 기후동인에 따른 반응과 1, 2차 영향을 기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항목
을 기술하였다. 또한 각 세부분야별 조사 표본의 추출 기준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조사되
어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자료 수집에 대한 자세한 방법의 기술을 생략하
고 자료의 출처를 밝혔다.
본 지침에 수록된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추후 기술의 발전과 연구 및 정책적 수요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필요에 따른 본 지침의 개정은 조사 자료 간의 연결성 및 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고려
하여야 할 것이다.

Ⅱ.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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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평가 방법

산림 이상기상

서
론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악기상관측망과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산림의 이상기상을 분석하고, 중단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미래 산림기후
기반을 구축한다.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하는 정보는 그 자체로서도 기후변화 흐름
하에 산림 지역의 이상기상 발생추이를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에 의미가 있으나, 산
림의 여러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하는 기반자료로 활용된다.

Ⅱ
기후
변화
영향

1. 산악지역 기상특성 (분석주기: 1년, 관측주기: 1분)
(가) 분석자료 : (기상요소) 기온, 습도, 바람, 강수량(공통), 적설(기상청)
1) (산림청) 기온, 습도, 바람, 강수량 등 산악기상관측정보 200여개소

실태
조사
및
평가
방법

※ 시기별 설치 개소수
(’12) 30개소 → (’13) 60개소 → (’14) 90개소 → (’15) 120개소 → (’17) 200여 개소
※ (산악기상망/개소) 강원·경북 35, 경북·경남 30, 충북 10, 서울 등 도시생활권 30,
전북·전남·제주 30, 충남 15, 경기 15, 국립공원 등 기타 지역 50개소

2) (기상청) 전국 주요 관측지점 90여개소
※ 필요시 5㎞ 해상도의 재분석 자료(전국 AWS 실측자료 QCed 자료) 활용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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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적 범위
1) (산림청) 2013년 이후 기상자료
2) (기상청) 1971∼2010년 30년 평년자료 + 2011년 이후 자료 추가

(다) 자료종류 및 분석방법 : 기상요소별 시간, 일, 월, 계절, 연별 기상정보
1) 산악기상정보와 기상청 기상정보 융합 통계처리
① 기온: 전국 180개소×(시간, 일, 월, 계절, 년, 5년, 평년)×(최고, 평균, 최저, 일교차, …)
② 강수량: 전국 180개소×(시간, 일, 월, 계절, 년, 5년, 평년)×(누적, 평균, …)
※ 강우강도(극강우, 상위 1%), 강우빈도, 강우일수 등 추가 산출
※ 가뭄지수 등 건조지표 분석으로 자료 추출 고려

③ 습도: 전국 180개소×(시간, 일, 월, 계절, 년, 5년, 평년)×(Rh, Eh)×(최대, 평균, 최소)
④ 바람(풍속): 전국 180개소×(시간, 일, 월)×(최대, 평균)
2) 기상요소별 평년대비 최근 5년의 변화 분석
3) 공간분석을 통해 공간적 변화 도출 및 산림 내 이상기상 발생 지역 도출(해상도: 500m)

2. 중·단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미래 산림기후 기반 구축
(조사주기: 5년)
(가) 분석자료 : (기상요소) 기온, 습도, 바람, 강수량(12.5㎞ 해상도)/
기온, 강수(1㎞ 해상도)
1) (기상청) RCP 2.6, 4.5, 6.0, 8.5 시나리오(예측용)와 AWS, 5㎞ 재분석자료(검증용)
2) (산림청) 기온, 습도, 바람, 강수량 등 산악기상관측정보(검증용)

(나) 시간적 범위
1) (산림청) 2013년 이후 산악기상정보
2) (기상청) 2100년까지의 RCP 시나리오

Ⅱ.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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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종류 및 분석방법 : 기상요소별 월, 연별 기상정보
1) 산림기후정보 산출 시스템 기반의 12.5㎞, 1㎞ RCP 시나리오를 활용한 산림지역
기후정보(기온, 습도, 바람, 강수) 추출 및 시계열 자료 생산
① 기온: 전국(12.5㎞/1㎞ 해상도)×(월, 년, 5년 단위)×(최고, 평균, 최저, 일교차 등)
② 강수량: 전국(12.5㎞/1㎞ 해상도)×(월, 년, 5년 단위)×(누적, 평균 등)
※ 강우강도(극강우, 상위 1%), 강우빈도, 강우일수 등 추가 산출

서
론

※ 가뭄지수 등 건조지표 분석으로 자료 추출 고려

③ 습도: 전국(12.5㎞/1㎞ 해상도)×(월, 년, 5년, 10년 단위)×(Rh, Eh)×
(최대, 평균, 최소)
④ 바람(풍속): 전국 210개소×(일, 년, 5년 단위)×(최대, 평균)
2) 기상요소별 평년대비 최근 5년의 변화 분석
3) 공간분석을 통해 공간적 변화 도출 및 산림지역 이상기상지역 도출

Ⅱ
기후
변화
영향
실태
조사
및
평가
방법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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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변화
3. 임목자원량 변화 (조사주기: 5년)
(1) 조사대상
산림자원 변화는 국가 규모의 산림면적과 산림자원량의 변화를 뜻한다. 산림이
란 나무가 최소한 5m 높이까지 자랄 수 있는 입목의 수관밀도가 10% 이상인 토지로
서, 최소면적은 0.5ha, 최소폭은 30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자원조성법). 또한 산림
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무가 제거되었지만 산림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립목지와 죽림을 포함한다. 산림자원은 목재 임산물과
비목재 임산물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산림의 경제적 기능과 생물다양성, 수자
원함양, 휴양 및 경관 등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본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임목자원량은 목재 임
산물의 양을 말하며, 임목축적량, 지상부 바이오매스량 및 산림탄소량 등이 이에
속한다.

(2) 기후변화가 산림자원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산림자원량 변화는 이산화탄소 농도, 기온, 강수 일수와 운량 변화, 가뭄의 빈도와
강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산화탄소농도 증가에 따라 수분이용효율 및 광합성량
이 증가하여 단기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지만, 양분 제한이나 식물호흡량 증가로
인하여 생산성 증가 속도는 저하될 수 있고 수종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다.
연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생육기간이 늘어나 광합성량이 증가할 수 있으나,
식물과 토양에서의 호흡량이 증가하거나 생육기간 중 강수일수 증가에 따른 광량 부
족으로 생장량 증가가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아열대성·난대성 활엽수가 우세해
지는 반면, 상록침엽수나 북방계 및 고지대 식물은 고사하거나 병해충 피해 증가로
쇠퇴할 수 있다. 이에 따른 1차 영향으로 산림생태계의 탄소 순흡수량이 감소하
고, 난대·아열대성 수목과 북방계 수목의 임목축적량 증감이 뚜렷할 것이다. 그 결
과 장기적으로는 산림분포와 목재이용 수종이 변화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야기되
는 산림쇠퇴와 수목고사, 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과 같은 산림교란의 변화로 인
한 임분 종조성과 구조의 변화가 임목축적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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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동인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연평균기온
상승

반응
광합성량의 증가,
수분이용효율 증가
개엽시기와 낙엽시기
변화에 따른
생육기간의 연장
광합성량의 증가
양분순환속도 빨라짐
식물과 토양의 호흡량
증가
아열대성 상록활엽수와
난대성 낙엽활엽수의
확장
상록침엽수나 북방계
식물의 기온상승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우일수와
강우강도 증가
겨울과 봄
가뭄의 증가

산림토양 유실 및
산사태 발생
상록침엽수 쇠퇴 및
고사

1차 영향

단기 생산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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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영향
생산성 증가 속도 저하
(양분 제한, 식물 호흡량 증가),
임분 내 수종구성 변화(수종별
반응 차이)

서
산림생태계의 탄소 순흡수량의
변화
아열대성 상록활엽수와 난대성
낙엽활엽수의 면적 확장,
임목축적량 변화
상록침엽수나 북방계 식물의 면적
감소 및 북상, 임목축적량 감소
기후변화 취약수종의 고사 및
병해충 피해 증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생태계
역할 변화

피해목 발생, 산림면적 감소

임목축적량 감소

론

산림분포 변화 및 목재이용
수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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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침엽수의 면적 및 임목축적량
산림분포 및 임분구조 변화
감소

(3) 실태조사 및 영향 분석 방법

기후
변화
영향
실태
조사
및

산림자원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추진

평가

중인 국가산림자원조사5)와 임상도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정보를 산출한다. 또한

방법

국가산림자원조사의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로 임상 및 수종분포 변화 모델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시나리오와 결합하여 미래 장기전망을 수행한다.
∙ 산출 정보
- 산림기후대별, 생태권역별, 임상별 산림자원(분포, 면적, 축적) 변화
- 임상, 주요수종의 분포 변화 전망
- 주요 수종별 임목축적 변화
- 주요 수종, 기후변화취약수종, 난대수종의 잠재분포적지 변화
- 주요 수종, 기후변화취약수종, 난대수종의 치수 발생 현황
- 주요 수종, 기후변화취약수종의 고사목 발생 현황
- 임상별 임분구조 변화
5)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전국 산림표본점(4km×4km 계통추출법)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제5차 조사(2006~2010)와 제6차 조사(2011~2015년)가 수행되었다.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를 통해 산림자원량, 임분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임상도는 산림
면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현재 1:5,000 축적의 임상도가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5년 주기 현행화 사업(제7차 조사 2016년~2020년)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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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종자 생산량 변화 (조사주기: 1년)
(1) 조사대상
산림용 종자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산림
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하며, 해당
항목(산림종자 생산량 변화)에서는 조사대상 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씨앗에 한정한
다. 조사대상종은 2010년 산림청 선정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조사대상종(100
종)」 중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7종(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눈측백
나무, 눈잣나무, 눈향나무, 주목)과 지역별 채종원(충주, 춘천, 강릉, 안면, 수원, 제
주)에 식재된 주요 조림용 침엽수 4종(소나무, 잣나무, 일본잎갈나무(낙엽송), 편
백) 등 총 11종을 포함한다.

(2) 기후변화가 산림종자 생산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산림종자 생산량 변화는 이산화탄소 농도, 기온, 강수량, 겨울과 봄철 가뭄 강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많은 산림수종은 자연상태에서 화분(꽃가루, pollen)이 바람
에 날려 암술로 옮겨져 수정되는 “풍매”(anemophilous, wind–pollination,
open- pollination)로 수정이 이뤄지는데, 조사대상 11종은 대표적인 풍매 수종
이다. 대기온도는 수분(pollination)에 관여하는 매개체 “바람”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나, 개화기간 중 꽃가루가 임계온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될 경우 꽃가루의 정
상적인 성숙이 감소된다. 이 경우 불완전한 수정(incomplete fertilization)이 일
어나며 종자량은 감소한다. 수목은 온도 감지기작에 따라 휴면타파를 위해 수종마
다 일정량의 냉온요구도(chilling requirement)와 열요구도(heat requirement)
가 충족되어야 한다. 겨울철 온난화는 냉온요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조기
휴면타파, 개화 등 생물계절, 수목 생장, 종자수량·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온도
상승은 수목생장을 촉진하여 개화기와 꽃가루 생성시기는 빨라지고, 생산기간은
연장되며, 총 꽃가루 생산량은 증가한다. 기상요소와 꽃가루량과의 다중회귀식 산
출 결과, 온도와 강수는 화분량을 결정하는 주요 기상요소로 작용한다(오재원,
20096)). 겨울철 온난화, 장마변동 등의 요인으로 월동 병해충의 증가, 토착화 가
능성 확대, 위협외래 아열대성 병해충 출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종자량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6) 오재원, 2009. 대기 중 알레르기 화분(꽃가루) 농도 예보제 개발, 대한의사협회지, 52(6):57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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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동인

반응

1차 영향

봄철, 겨울철
기온상승,
가뭄빈도·
기간 증가

-꽃가루(pollen) 발아력 향상
(CO2농도)
-개화시기와 꽃가루 날리는 시
기, 기간, 총량 변화
-잎눈파열 및 개엽 시기 변화
-열매형성 및 성숙기 변화
-병해충 발생량 증가
-종자품질(seed quality) 변화

-비정상적인 접합자
(zygote) 발생 증가
-생물계절성과 종자성숙
영향
-호흡량, 증산량, 물이용
효율 변화 유발
-기후변화 취약수종의 고
사 및 병해충 피해 증가

-고온스트레스에 의한 생육 저하

-침엽수 쇠퇴 및 고사

기온 상승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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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영향

-연도별 종자량 변동폭
크고 품질 저하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
수종의 후계림 자생력
쇠퇴
-국가 조림사업의 안정성
저하

(3) 실태조사 및 영향 분석 방법
산림종자 생산량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지방산

서
론

Ⅱ

림청의 종자예찰과 생산량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아래 정보를 산출하고, 해당 지역

기후
변화

의 풍량, 풍속, 온·습도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기상인자와 종자량 변화의

영향

관계를 분석․추정한다.

실태
조사

∙ 조사 대상
- 조사 지역 및 조사 대상종 : 국립품종관리센터 지역별 채종원(소나무 2지
역, 잣나무 3지역, 일본잎갈나무 3지역, 편백 1지역), 4개 지방산림청(멸

및
평가
방법

종위기 아고산 침엽수 7수종)
∙ 조사 방법 및 산출 정보
- 조사 대상종 생식기관 계절성 변화 조사 :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에 대한 조사 매뉴얼」 식물구분에 따른 조사기준을 따름
(꽃가루 날리는 시기, 열매생성·성숙 시기 등)
- 수종별, 지역별 종자생산 예찰량 및 최종생산량 : 종자채취 가능량 조사
는 「채종림 관리 매뉴얼」의 종자예찰 및 채취 가능량 산출방법 적용
- 각 지역의 기상 측정 장비를 이용한 주기별 기상 자료 수집: 온도, 습도,
일사량, 풍량, 풍속, 강우량 등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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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태계 변화
5. 산림생태계 쇠퇴(조사주기: 1-5년)
(1) 조사대상
산림생태계 쇠퇴는 산림생태계의 구조적 회복력 및 기능적 서비스가 저하되는 것
을 의미한다.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는 전국 단위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되, 기후변
화취약수종10)이 분포하는 고산지역이나 이상기상으로 인한 집단 쇠퇴를 보이는
국지적 산림 등과 같이 기존의 조사 사업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정밀조사 대상 산림
도 본 실태조사에 포함한다.

(2) 기후변화가 산림생태계 쇠퇴에 미치는 영향
봄철과 겨울철 기온 상승에 따라 지표면의 적설량과 적설 기간이 감소하면, 토양
생태계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지표면 위에 쌓이는 눈은 토양 온습도의 항상
성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위와 같은 변화는 토양 내 온습도의 변화폭을 상
승시켜 수목의 잔뿌리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기온 상승의 폭이 급증하는 것은 현
재 분포하고 있는 모든 산림수종의 생존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균근균과의
공생을 이루기 전인 겨울철 기온의 상승과 가뭄은 상록침엽수들이 탄소결핍으로 쇠퇴
하거나 고사에 이르게 한다. 또한 가뭄의 기간과 빈도 증가는 수목에 직접적인 건
조피해를 가져와 생장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연륜생장폭 감소), 수관활력도를 떨어
뜨린다. 이외에도 연간 곤충 발생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병충해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0) 기후변화취약수종은 기후변화 취약 산림생물 중 우리나라 일부 고산 지역에 살아가는 수종으
로, 기온 상승 및 건조 등의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고사 및 임분 쇠퇴의 위협에 노
출되어있는 수종을 뜻한다. 이때, 산림청에서 지정한 기후변화취약산림식물 목록 중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제1단계에서 조사 및 평가 할 기후변화취약수종은 침엽수종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수종의 분포면적은 전국산림을 대상으로, 임분 변화 등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설
치한 고정조사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국립수목원에서 7개 지역에서 기 조사한 결과도 참
고한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17년 현재까지 설치한 조사구는 지리산 37개소, 계방산 32개
소, 설악산 31개소, 덕유산 20개소, 태백산 20개소, 백운산(정선) 28개소, 한라산 12개소이다.
또한 산림청에서 2017년에 전국 고산지역을 대상으로 착수한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실태
조사」(2017~2018) 및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모니터링」(2019~)사업의 결과도 영향 분석
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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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기후변화는 산림생태계에서 ‘산림건강성의 악화’, ‘기후변화취약수종
(주로 아고산 침엽수)의 분포역 감소’, 그리고 ‘산림 내 탄소 저장량의 감소’등의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 동인

반응

1차 영향

2차 영향

서

봄철, 겨울철
기온상승
가뭄빈도/기간
증가

기온 상승폭
급증

- 겨울철 적설량 감소에 따른
토양생태계 변화
- 토양내 균근균의 비활성화로
- 산림건강성 악화
상록 침엽수종의 탄소결핍발생
- 아고산침엽수림 축소 가속화
- 잔뿌리 발달 저해 수목 건강성
- 동물에 의한 아고산 침엽수종 치수
저하
섭식량 변화
- 수목의 건조피해 증가
- 연륜생장폭 감소
- 수관활력도 감소

- 현재 산림수종의 기후 부적합 - 산림 쇠퇴 및 생산성 저하
- 아고산 식생의 분포역 축소 및 - 아고산 식생 감소 및 아고산지대의 산림 내 탄소
개체군 감소
식생군락 변화
저장량 감소
- 연간 곤충 발생세대수 증가
- 산림건강성 저하

론

Ⅱ
기후
변화
영향
실태
조사
및

(3) 실태조사 및 영향 분석 방법

평가
방법

산림청이 추진 중인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와 「백두대
간 및 정맥 자원실태조사」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과거 대비 산림생태계 쇠퇴의 정
도를 분석하도록 한다. 단, 기후변화 취약수종이 분포하는 고산지역이나 이상기상
으로 인한 집단 쇠퇴를 보이는 국지적인 규모의 산림 등 기존의 조사 사업에서 포
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원격탐사기법과 현장 정밀조사를 병행한다.
2017~2018년에 산림청이 추진한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실태조사」 사업과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모니터링」(2019~) 사업의 결과로 고산지역의 침엽수
림의 실태를 진단하고, 장차 해당 숲에 도래할 변화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기반자
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가) 전국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조사주기: 5년)
1)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기본계획, 산림청)」에 따라 5년마
다 산출되는 전국 산림의 건강․활력도 모니터링 자료를 과거 5년과 비교 분석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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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대상 :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자료
※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현지조사지침(산림청)」에 따른 조사 결과

3) 분석 항목 : 산림 유형별 수목, 식생, 토양 3개 부문 핵심지표 변화 분석
(나) 원격탐사기법 활용 산림생태계 쇠퇴 조사
1) 조사 대상 : 현장 모니터링 조사구가 설치되어있는 6개 고산 지역(한라산, 지리
산, 덕유산, 계방산, 태백산, 설악산) 및 이상기상으로 인한 집단고사 피해 발
생 지역의 피해 정도와 규모 파악
2) 조사 방법 : 항공 및 위성영상 분석
(다)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생 변화 현장 정밀조사(조사주기: 2년)
1) 조사대상 : ‘(나)’의 방법을 통해 파악된 고정조사구 및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
엽수종 모니터링사업」 고정조사구
2) 조사방법 : 조사구 내 흉고 2cm 이상의 교목/아교목에 대한 매목조사, 식생
조사 병행(Braun-Blanquet,196411)), 수간상태, 치수동태 측정, 수관활력도
(수목에 달린 엽량을 토대로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 임 등, 200612))
<수관활력 구분 기준>
코드

상태

식물체에 달린 잎의 양

1

매우 왕성한 상태

90%이상

2

왕성한 상태

60~90%

3

병약한 상태

40~60%

4

매우 병약한 상태

10~40%

5

거의 고사

10%미만

11) Braun-Blanquet,1964.
12) 임종환 등, 2006. 한라산 구상나무 건전개체와 쇠약개체의 온도변화에 따른 광합성 능력과
수분이용효율. 한국임학회지 95:705-710.

Ⅱ.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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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림생산성 변화(조사주기: 1년)
(1) 조사대상
산림생산성은 산림생태계의 탄소흡수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연간 총
일차생산량(GPP, Gross Primary Productivity), 순일차생산량(NPP, Net

서

Primary Productivity), 순생태계생산량(NEP, Net Ecosystem Productivity)
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총일차생산량은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산림내에

론

흡수된 탄소량을 말하며, 순일차생산량은 총일차생산량에서 식물의 호흡량을
제외하고 식물체 내에 단기간 저장되는 탄소량을 말한다. 순생태계생산량은
총일차생산량에서 식물과 토양의 호흡량을 모두 제외하고 산림생태계 내에
Ⅱ

장기간 저장되는 탄소량이다.

기후
변화

(2) 기후변화가 산림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산림생산량은 이산화탄소 농도, 기온, 수분조건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영향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상승으로 인한 광합성효율 증가와 생육기간 확대로 산림

실태
조사

의 탄소흡수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기온상승이 생태계 내의 호흡량을 증가시켜

및

생태계의 탄소배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기상현상

평가

(봄철 고온가뭄, 호우 증가 등) 및 산림교란의 증가는 수목 활력도 저하, 수목 고

방법

사, 산림피해지 증가 등으로 인해 산림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
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탄소 흡수/배출 특성 이해를 위해서는 산림유형별 지속적
인 모니터링 및 분석이 필요하다.
부

기후변화
동인

반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광합성량의 증가,
수분이용효율 증가
생육기간 확대

연평균기온
상승

겨울과 봄
가뭄의 증가

1차 영향

산림의 탄소흡수량 증가

광합성량의 증가

2차 영향

산림생태계의 탄소
흡수/배출 특성 변화

식물과 토양의 호흡량
산림의 탄소배출량 증가
증가
봄철 수분스트레스
증가

수목 고사 및 활력도 저하

산림생산성 저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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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태조사 및 영향 분석 방법
산림생산성 변화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산림 플럭스타워
에서의 관측결과 분석과 위성영상 및 모형을 활용한 분석을 병행한다.
(가) 산림유형별 이산화탄소 플럭스 관측
1) 조사항목: 이산화탄소 흡수/배출량, 기상 요소
2) 조사지역: 광릉 활엽수림, 전나무림, 평창 활엽수림, 홍천 낙엽송림, 삼척
소나무림, 안면도 소나무림, 완도 상록활엽수림, 제주 활엽수림 등 8개소
3) 분석항목: 총일차생산량(GPP). 순생태계생산량(NEP), 생태계호흡량(RE)
(나) 전국 규모 산림생산량 지도 제작
1) 플럭스자료-위성자료 기계학습 모형 적용 공간확장
① MODIS 자료 수집 및 전처리
- 미항공우주국의 자료 배포 시스템(NASA's Reverb Echo, Level 1 and
Atmosphere archive and Distribute System (LAADS web))과 미
지질조사국의 자료 배포 시스템(USGS EarthExplorer) 이용
- 구름 영향 제거: 위성 기반으로 산출된 육상자료의 품질관리표(QC
flag)를 바탕으로 구름 영향 화소(pixel) 검출 및 제거 후 결손을
공간보간기법으로 보정
- 기상 및 생태 인자 추정: 태양복사에너지(Rs), 기온(Tair), 대기수증기포
차(VPD), 식생지수(NDVI, EVI 등)

<위성자료 기반 총일차생산량 기계학습 모형 개념도>

Ⅱ.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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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일차생산량 추정 MODIS 기반 기계학습 모델
- 플럭스관측 대상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 모델 확정

서
론

Ⅱ
기후
변화
영향
실태
조사
및

<기계학습 모델 이용 광릉 플럭스사이트 총일차생산량 예측>

평가
방법

③ MODIS 영상 활용 전국 GPP, NEP, NPP 지도 제작
- 최종 선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연단위 GPP 지도 제작
- 식물 호흡량(성장, 유지), 산림생태계호흡량(식물+토양호흡) 추정 모형
이용 NPP, NEP 지도 제작
2) 플럭스자료-산림생태계 프로세스모형 적용 미래 예측

부

※ 해당 부분은 현재 최적모형 검토 및 계획 수립 단계에 있음.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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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림수문 (조사주기: 1년)
(1) 조사대상
산림수문은 산림에서 물의 시간적·공간적 분포 및 변화, 그리고 그 성질의
상태를 의미한다. 지구상의 물이 대기, 지표 및 지하를 통하여 이동 순환하는 과정
을 물의 순환이라고 하며, 강수, 차단, 침투, 유출, 증발, 토양수분, 지하수 이동,
토양 침식, 가뭄, 홍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현상을 포함한다. 산림수문은 산림에서
이러한 물순환 과정을 시간적·공간적으로 추적하며, 이 과정에 미치는 산림의 영
향을 해석한다. 또한, 산림유역 유출수의 수질 변화도 포함된다. 따라서 산림수문
측면에서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평가 대상은 포괄적으로 산림 및 산림유역 내에서
진행되는 물순환 전과정과 수질변화 등이다.

(2) 기후변화가 산림수문에 미치는 영향
산림수문은 기온 상승, 가뭄 빈도/기간 증가, 여름철 집중호우 증가, 태풍 빈도/강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온 상승으로 인하여 산림계류수의 수온상승,
증발산량 증가, 토양수분 감소, 적설량 감소 등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유출량
감소, 수질 저하, 수원 함양량 변화, 산지계류 건천화가 심화될 것이다. 그 결과 가용
수자원 감소, 수원지 저수율 감소, 수원지 부영양화 등이 일어날 수 있다. 가뭄
빈도/기간이 증가하면, 토양수분이 감소하고 유속이 저하되는 등 기온 상승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여름철 집중호우 증가, 태풍 빈도/강도 증가로 인하여
홍수유출량 증가, 지표유출량 증가, 토양침식 증가 등이 발생하여 계류수 탁도가
증가하고, 돌발홍수 위험 등이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 인명 및 재산피해 증대,
돌발홍수재해 방지비용 증가, 임도 등 산림 기간시설 관리비용 등이 증가할 것이다.

Ⅱ.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평가 방법

기후변화 동인

기온 상승

가뭄 빈도/기간 증가

반응
-

수온 상승
증발산량 증가
토양수분 감소
적설량 감소
임상 변화(난대림 증가,
침엽수림 감소)

1차 영향

-

- 토양수분 감소
- 유속 저하

여름철 집중호우 증가 태풍 빈도/강도 증가 -

홍수유출량 증가
지표유출량 증가
토양침식 증가
유사량 증가
부유물질량 증가
지하수위 증가

-

2차 영향

- 가용수자원 감소
유출량 감소
- 수원지 저수율 감소
수질 저하
- 수원지 부영양화
수원함양량 변화
- 상수원 정수비용 증가
산지계류 건천화 심화
- 수생태계 생물상 변화

계류수 탁도 증가
돌발홍수 위험 증가
수원지 퇴적량 증가
임도 및 사방구조물
파손

21

- 인명 및 재산피해 증대
- 돌발홍수재해 방지비용
증가
- 임도 등 산림 기간시설
관리비용 증가
- 저수지 준설비용 증가

(3) 실태조사 및 영향 분석 방법(조사주기: 1년, 관측주기: 매10분)

서
론

Ⅱ
기후
변화

산림수문의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는 1980년부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한 전

영향

국 산림수자원 장기 모니터링 관측지점 중 기후변화 영향을 구명할 수 있는 6개소에

실태
조사

서 관측된 자료를 활용하되, 산림대, 임상, 권역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신설하
는 산림유량관측시설에서의 자료도 함께 조사한다.

및
평가
방법

(가) 대상지역(관측지점)
1) 기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수자원 유역시험지(6개소): 광릉, 화천, 평창,
안동, 화순, 완도
2) 주요 수종 및 임상별 산림 물순환 집중관측시험지(12개소): 진안, 장수
(2), 인제(2), 양양, 울진, 봉화, 괴산, 광주, 원주, 광양
(나) 관측항목 및 분석 방법
1) 관측항목
아래 항목에 대한 관측 방법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수자원조사 표
준매뉴얼」(2013)을 따른다.
① 강수량: 자기우량계를 이용하여 연속 측정(주기: 매 10분)
② 유출량: 산림유량관측시설의 수위변화를 자기수위계를 이용하여 연속
측정 후 수위-유량곡선식으로 유량 환산(주기: 매 10분)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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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질: 정기적 및 부정기적(강우 시) 자동수질시료채취기(ISCO) 또는 인
력으로 수질시료 채취 후 실내 분석 실시(주기: 정기적·강우시)
④ 토양조공극률: 100cc 토양채토기로 산림토양 층위별 토양시료 채취 후
실내 분석(주기: 5년)
⑤ 토양투수계수: 100cc 토양채토기로 산림토양 층위별 토양시료 채취 후
실내 분석(주기: 5년)
2) 분석 및 평가 방법
수자원공급량 평가모델을 기반으로 관측지점(18개소)에 기후변화시나
리오를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해당 유역의 산림수문 변화(수자원
량, 홍수/가뭄 발생강도)를 예측·평가한다.
<산림수문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와 관련한 수자원분야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

순번

Hydrologic Indicator

단위

1

연유출량

mm/year

2

순별 최고 유량

mm/10days 연중 최고 10일 유출량

3

순별 최저 유량

mm/10days 연중 최저 10일 유출량

4

Q355 ~ Q10

5

하상계수

6

Low flow pulse count

7

Low flow pulse duration

8

High flow pulse count

9

High flow pulse duration

10

Seasonal predictability of
days/60days 연속된 60일 내 홍수유출이 가장 많이 일어난 비율
flooding

11

CV

12

Skewness

mm/day

계산방법
1년간 유출량의 총 합

연도별 유황곡선에서 355, 275, 185, 95, 10번째 유량

10days/10days 순별 최고 유량 / 순별 최소 유량
pulse counts 하위 25분위 아래로 유량 pulse가 내려가는 횟수
days

하위 25분위 아래로 유량 pulse가 내려가는 평균 기간

flood counts 상위 25분위 위로 유량 pulse가 올라가는 횟수
days

상위 25분위 위로 유량 pulse가 올라가는 평균 기간

일 유출의 표준편차 / 일 유출의 평균
일 유출량의 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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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림생물(식물)계절(조사주기: 1년)
(1) 조사대상
산림식물계절은 기후요인에 따른 산림식물의 생활사(발아, 개엽, 개화, 결실,
단풍, 낙엽) 변화를 관측하는 것으로 기후의 변동, 국지변화, 누적효과 파악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식물종의 보전·적응 대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서
론

(2) 실태조사 및 영향 분석 방법
산림식물계절 관측은 크게 원격탐사 관측과 현장(지상) 관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격탐사 관측은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전국 산림의 임상별(활엽수림, 침활혼효림)

Ⅱ

계절 현상을 분석하고, 현장(지상) 관측은 권역별 주요 산림에 자생하는 식물의 개
체별 계절을 육안으로 직접 관찰·기록하여 현상을 분석한다.

기후
변화
영향

(가) 인공위성 기반의 산림식물계절 개엽일 모니터링(주기: 1년)
1) 자료구성
① 인공위성 자료: 미항공우주국 지구관측위성 Terra와 Aqua의 MODIS
센서로부터 추출된 식생지수 자료 활용

실태
조사
및
평가
방법

② 토지피복 자료: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구분을 위한 임상도
③ 평가 자료: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에서 모니터링한 식물계절
자료(개엽일 및 낙엽일)를 활용
2) 위성자료 처리(‘제5장 산림생산성’과 동일)

부

3) 개엽일 탐지

록

① MODIS 시계열 식생지수곡선의 변곡점을 이용한 개엽탐지
- 2003 ~ 2019년 17년간 8일 단위의 식생지수를 1일 간격으로 내
삽하여 평활 곡선 분석
- 평활 곡선의 변곡점을 추출하여 개엽일 및 낙엽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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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 관측 모니터링 (주기: 1년)
산림식물계절 현장 관측 모니터링은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하는 「기
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의 전국 조사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
지며, 아래에 제시된 모니터링 방법의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변화지표 산림식물계
절 관측 모니터링 매뉴얼」에 준한다(국립수목원. 2020).
1) 관측 대상종
산림에 자생하는 식물(초본, 목본)을 대상으로 한다.
2) 조사범위
전국 9개 권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으
로 나누고 각 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산림에 자생하는 식물을 대상
으로 개체의 계절현상을 관측 모니터링 한다.
3) 수행방법
본 조사사업에 참여하는 국·공립수목원에서는 각 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산림의 자생식물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① 대상종 선정
- 각 산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생식물(낙엽침엽수, 상록침엽수, 낙엽
활엽수, 상록활엽수, 초본류)을 대상으로 한다.
- 현장 접근이 가능하고, 생육상태가 양호한 개체를 대상으로 각 종별
로 1~3개체를 표준 조사목으로 선정하고 라벨을 부착한다.
② 관측 기간 및 주기
- 관측 기간은 2월~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관측 주기는 주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단, 6~8월은 2주 1회
조사도 가능하다).
③ 관측 모니터링
- 관측 대상 개체별 계절 현상(개엽, 개화, 낙엽, 단풍 등)을 조사 야
장에 기록한다(각 종별 관측 항목은 상이함).
- 모든 관측 현상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Ⅱ.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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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DB 입력 및 관리
- 관측된 모든 현상은 촬영된 사진과의 대조 작업을 통해 검증한다.
- 조사야장, 영상촬영을 바탕으로 관측현상을 표준화하고 DB에 입
력한다.
⑤ 기타 세부사항은 「기후변화지표 산림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 매뉴얼」
(국립수목원, 2020)을 참조한다.

서
론

Ⅱ
기후
변화
영향
실태
조사
및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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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성 변화
9. 버섯류(조사주기: 1년)
(1) 조사대상
단기소득 임산물의 버섯류에는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
버섯, 복령 8개가 포함된다. 그 중 표고는 단기소득 임산물 버섯류 중 임가 소
득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19년 기준 생산액이 2,018억원, 생
산량 생표고 19,241톤, 건표고 965톤).

(2) 기후변화가 표고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여름철 폭우, 태풍의 빈도 및 강도 증가, 겨울과 봄철 가뭄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는 표고의 생육 부진과 병해충 발생 증가, 시설물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불안정한 생산, 버섯 품질 저하, 병해충 피해, 재배용 원목의 파손
등의 문제를 일으켜 연도별 버섯 수확량 및 품질의 변동 폭을 증가시키고 가격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기후변화 동인

반응

1차 영향

여름철 폭우, 태풍
빈도/강도 증가

- 생육 부진
- 병해충 발생 증가
- 시설물 피해 증가

- 불안정한 생산
- 병해충 피해 발생

겨울과 봄철 가뭄

- 생육 부진
- 표고 재배용 원목의 건조
- 표고균의 스트레스 증가

- 버섯 생산량 감소

여름철 기온 상승

- 표고균의 노화 발생
- 표고균의 생육 부진
- 병해충의 발생 증가

- 버섯 생산량 감소
- 병해충의 피해 발생

겨울철 기온 상승

- 저온성 품종의 품질 저하 및
생산량 감소
- 병해충의 월동 생존률 증가

- 중고온성 생산량 증가
- 병해충 발생 증가

겨울철 최저기온
하강

- 표고 재배용 원목의 동해
피해 증가

- 표고 재배용 원목의
파손 현상 발생

2차 영향

- 연도별 수확량 및 버섯
품질의 변동 폭이 큼
- 임산물 가격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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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태조사 및 영향 분석 방법
산림청 임업통계연보를 활용하여 과거 표고 생산량을 추정하고, 고정시험지에서
미기상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화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표고 생산량의
실태를 파악하기로 한다. 생산량 변화 조사지역을 5개 지방청 관할로 하되 표고 주
요 생산지를 포함하도록 한다. 노지에서 원목 재배를 실시하는 표고 생산지에서 방
위, 고도 등 재배환경과 관리방법을 고려하여 고정조사구를 구축하고 품종별 접종시
기, 생육기간, 수확시기, 생산량 등을 모니터링 한다. 과거 지역별 생산량은 산림청

서
론

임업통계연보 임산물 생산실적(생표고 및 건표고)을 참고하여 생산량을 추정, 고정시
험지에서 산출될 자료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인자에 따른 버섯생산량 변화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가) 조사대상지
1) 조사지역: 전남, 경북, 충남, 제주 등 4지역의 표고
2) 시험규모 : 전남 6개소, 제주 3개소, 경북(상주) 1개소, 충남(청양) 2개소, 총
12개 재배지

Ⅱ
기후
변화
영향
실태
조사
및
평가

(나) 조사항목

방법

1) 재배환경: 고도, 방위, 경사, 재배면적, 재배본수, 원목직경, 길이, 재배품종
2) 버섯 생산량 조사: 품종별 접종시기, 생육기간, 수확시기, 생산량 등
3) 발생 버섯특성 조사: 자실체 무게, 갓의 크기, 대의 길이 등
부

(다) 버섯류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
- 지역별 미기상측정장비 설치 후 대기온습도 모니터링 자료 분석
- 미기상 인자와 표고버섯 생산량 및 특성 상관관계 분석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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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림과수(유실수, 조사주기:1년)
(1) 조사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는 밤, 감, 호두, 대추, 은행, 개암, 다래, 등이 있으며, 본 조사에서는 재
배·시장규모가 크고 기후변화에 민감한 밤, 떫은감, 대추, 호두를 대상으로 한다.
떫은감의 국내 생산량은 2015년 단기소득 임산물 수실류 중 생산량 1위(19만
톤), 생산액 2위(2,131억 원)이며, 재배 임가 26,288가구, 재배면적 11,602ha로
단기소득 임산물 수실류 중 시장규모와 재배규모가 가장 크다. 밤은 생산량 2위(55
천 톤), 생산액 3위(1,010억 원)를 차지하며, 재배 임가 8,733가구, 재배면적
16,900ha로 시장규모와 재배규모가 크다. 대추는 생산량 3위(14천 톤), 생산액 4위
(979억 원)를 차지하고, 재배 임가 6,589가구, 재배면적 2,745ha로 시장규모가 크
다. 호두의 연간 생산량은 1,282톤이며 생산액은 238억 원으로 계속적으로 증가추세
에 있는 품목이다. 호두 재배 임가는 2,050가구로 재배면적은 1,042ha이다.
특히 떫은감은 장과(漿果)로 과실이 익으면 씨방벽 전체가 다육질로 되는 과즙이
많은 과실이고, 대추는 핵과(核果)로 중과피는 과육부분으로 유연 다즙한 다육질이고,
외과피는 과실의 겉껍질로 대부분 얇은 특성으로 과육이 익는 시기에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극히 민감하다. 또한 떫은감과 대추는 냉해에 약해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밤은 과실 비대 생장기에 고온과
가뭄에 민감한 품목이다.

(2) 기후변화가 산림과수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는 산림과수의 생산량과 과실품질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폭
우 발생 시기의 변화, 태풍의 빈도 및 강도 증가, 겨울과 봄철 가뭄, 이상기온 등
이상기상은 산림과수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돌발 병해충 발생 증가
및 시설물의 피해 등의 간접적인 피해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영향은 결국 연도별
수확량 및 과실품질의 변동 폭을 증가시키고, 가격 불안정 등으로 재배 농가 소득
악화 및 경쟁력 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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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동인

반응

1차 영향

여름철 폭우, 태풍
빈도/강도 증가

- 재배지 토양 유실 증가
- 수목 도목
- 임도 및 시설물 피해 증가

- 낙과량 증가, 수목 고사
- 배수불량으로 인한 역병

겨울과 봄철 가뭄

- 생육 부진
- 수목 건조 스트레스 증가

-

빠른 기온 상승 속도

CO2농도 증가

겨울철 기온 상승

- 개엽·개화시기가 빨라짐
- Chill accumulation phase, Winter chill phase가 단축됨 - 기공전도도 및 증산량 감소
- 수분 이용 효율 증가
- 광 이용 효율 증가

-

2차 영향

낙과량 증가
과실 품질 저하
과실 열과율 증가
해충 피해 발생

- 연도별 수확량 및
과실품질의 변동
생육기간 연장
폭이 큼
흡즙성 해충의 피해 발생
- 임산물 가격
수확시기 늦어짐
불안정
생육기간 연장으로 인한
수확량 증가

- 개엽 및 개화시기가 빨라짐
- 묘목 생산량 증가
- 접목 및 파종상 동해 피해 감소
- 병해충 발생 증가
- 병해충의 월동 생존률 증가

겨울철 최저기온 하강 - 동해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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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 고사

서
론

Ⅱ
기후
변화
영향

(3) 실태조사 및 영향 분석 방법

실태
조사
및

품종보존원을 대상으로 밤은 2000년, 호두는 2006년, 떫은감은 2010년부터

평가

개엽시기, 개화시기 등 자료를 구축하고 과실 품질 및 생산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방법

밤을 대상으로 수행해온 기존 모니터링 조사를 지속, 기후변화가 밤 재배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 수준의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한 재배관리
기술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떫은감과 대추, 호두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
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역별, 품종별 생육 특성 및 과실특성의 조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부
록

(가) 조사대상지 및 규모
※ 재배환경 및 관리유형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지 선발
1) 밤나무
① 고정조사지역(개소)
- 충청권 : 공주(2), 부여(1), 청양(1), 충주(2)
- 전라권 : 순천(1), 광양(2)
- 경상권 : 하동(2), 산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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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규모 : 8지역×공시목(5본)
※ 밤나무는 지역별로 조사지 개수 상이함

③ 주요 재배 품종 : 단택, 대보, 옥광, 축파, 이평, 석추 등 6품종
2) 감나무
① 고정조사지역
- 전라권 : 영암
- 경상권 : 상주, 청도, 산청
② 시험규모 : 4지역×3재배지×공시목(5본)
③ 주요 재배 품종 : 둥시, 반시, 고동시, 갑주백목 등 4품종
3) 대추나무
① 고정조사지역
- 충청권 : 보은
- 경상권 : 경산
② 시험규모 : 2지역×3재배지×공시목(5본)
③ 주요 재배 품종 : 복조
4) 호두나무
① 고정조사지역
- 충청권 : 천안, 영동
- 전라권 : 무주
- 경상권 : 김천
② 시험규모 : 4지역×3재배지×공시목(5본)
③ 주요 재배 품종 : 지역종
(나) 조사 항목
1) 생육특성 조사
① 재배이력(재배형태 등), 수령, 수고, 수관폭, 근원경, 지하고 등
② 생육특성 자료를 활용한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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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계절 특성 조사 및 분석
① 식물계절 특성 조사
- 조사항목 및 방법
‧ 개엽 및 개화 시기 조사 : 평균 단계의 해당 시점으로 판단
※ 현장 시험지 방문 및 모니터링(육안) 조사

서

※ 각 항목(특성)별 최소 3회 이상

- 분석항목 및 방법

론

‧ 개엽특성 : 개엽시작~개엽종료 단계별 시기 조사 및 분석
‧ 개화특성 : 암·수꽃 대상 개화시작~개화종료 단계별 시기 조사 및 분석
‧ 분석방법 : 각 항목별 기상요인과의 상관 분석(연차별, 당해연도)
※ 기상청 및 시험지 기상관측 자료를 활용

Ⅱ

<수종별 개엽 및 개화 단계 구분>
수 종

개 엽

밤나무

기후
변화

개 화

영향

암꽃

수꽃

1∼4단계

1∼4단계

1∼4단계

실태
조사

감나무

1∼4단계

1∼6단계

-

및

대추나무

1∼4단계

1∼4단계

-

평가

호두나무

1∼4단계

1∼3단계

1∼3단계

방법

② 결실 및 과실(품질) 특성 조사
- 조사항목 및 방법
‧ 결실특성 : 공시목별 4방위의 결과모지를 대상으로 각각 측정
‧ 과실특성 : 수확된 과실 중 일정량을 무작위 샘플링하여 측정
‧ 결실·과실 특성 : 착과기-비대기-수확기로 구분하여 공시목별 4방위에
서 각각 측정하며, 입중은 과실 비대기에 2~3회 세분하여 측정
※ 단, 호두는 청피호두, 생호두, 알호두(피호두), 깐호두(살호두)로 구분하여 측정
※ 각 항목(특성)별 최소 3시점 이상(착과기-비대기-수확기)

- 분석항목 및 방법
‧ 결실특성 : 결과모지 및 결과지당 착과(구)수, 본당 총착구수 등
‧ 과실특성 : 시기별 입중, 수확 입중(과중), 크기, 당도, 경도, 색도 등
※ 수종(품목)에 따라 조사항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과실 등의 반복은 30반복을 원칙
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단, 통계분석이 가능한 최소 15반복수 이상)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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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상인자에 따른 수종·지역·품종 등의 특성 비교·분석
③ 수확량 조사
- 조사항목 및 방법
‧ 공시목별 평균 입중과 평균 총착구수를 이용하여 본당 수확량을 산출
- 분석항목 및 방법
‧ 주요 기상인자에 따른 수종·지역·품종 등의 수확량 비교·분석
3) 산림과수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
- 수종 및 지역별 생물계절학적 특성 비교 ‧ 분석
- 수종 및 공시목별 결실·과실·수확량에 대한 기상요인과의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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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림약용자원(조사주기: 1년)
(1) 조사 대상
산림약용자원은 산림에 자생적으로 서생 하는 식물 전체 또는 잎, 줄기, 뿌리, 종
실, 추출물 등이 약으로 이용되는 식물을 말하고, 약용식물 중 수요가 많거나 경
제성이 있어 약으로 쓸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약용자원 생산액은
2014년 기준 5,103억 원으로, 농업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생산량의 30%는

서
론

한약재, 70%는 식품 및 산업용(주로 식품)으로 이용된다. 산림약용자원은 대체
로 뚜렷한 주산지 형성이 안 되고(산약, 복분자 제외) 산간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2) 기후변화가 산림약용자원에 미치는 영향

Ⅱ

기후변화는 산림약용자원의 재배면적 변화에 영향을 준다. 농촌진흥청의 도별
재배지 예측지도(2016)에 따르면 당귀는 과거 30년 간 총재배가능지 면적이 전 국토

기후
변화

면적 기준 56.6%이었으나, 꾸준히 줄어 2050년대에는 10% 미만으로 감소, 2090년대

영향

에는 0.72%로 예측해 기후변화 시 국내 생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천궁은

실태
조사

과거 30년 간 총재배가능지 면적이 전 국토 면적 기준 71.2%이었으나 2090년대에는

및

1.4%의 면적에서만 재배할 수 있고, 재배지는 강원도 산간 일부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평가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방법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스트레스는 약용식물의 2차 대사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Salick et al., 200915)). 일반적으로 식물은 스트레스에 의한 생장저해로
인해 고정된 탄소가 생장보다 2차 대사산물에 더 많이 분배될 수 있다(Mooney et

al., 199116)). 다수의 연구를 통해 온도 증가가 식물의 2차 대사산물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대사산물의 증가 (Jochum et al., 200

부

717))와 감소(Litvak et al., 200218))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온

록

도 상승에 따른 휘발성 유기 화합물 증가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다.
15) Salick J, Fangb Z, Byg A (2009). Eastern Himalayan alpine plant ecology, Tibetan
ethnobotany, and climate change. Global. Environ. Chang., 19(2): 147-155.
16) Mooney HA, Winner WE, Pell EJ (1991). Response of plants to multiple stresses.
Academic Press, San Diego, California, USA.
17) Jochum GM, Mudge KW, Richard BT (2007). Elevated temperatures increase leaf
senescence and root secondary metabolite concentrations in the understory
herb Panax quinquefolius (Araliaceae). Am. J. Bot., 94(5): 819–826.
18) Litvak ME, Constable JVH, Monson RK (2002). Supply and demand processes as
controls over needle mononterpene synthesis and concentration in Douglas fir
[Pseudotsuga menziesii (Mirb.) Franco]. Oecologia. 132: 38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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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동인

반응

여름철 폭우, 태풍
빈도/강도 증가

- 재배지 토양 유실 증가
- 재배지 시설물 피해 증가

겨울과 봄철 가뭄

- 생육 부진
- 건조 스트레스 증가

빠른 기온 상승 속도 - 개엽 및 개화시기에 영향
겨울철 기온 상승

- 병해충의 월동 생존률 증가

1차 영향
- 배수불량으로 인한
역병
- 식물 고사 생장량 감소 - 생장량 감소
- 병해충 피해 발생
- 생육기간 연장
- 수확기간 변동

2차 영향

재배면적 변화
유용성분 함량 및
조성의 변화
연도별 수확량 변동
폭이 큼

- 병해충 발생 증가

(3) 실태조사 및 영향 분석 방법
(가) 대상종
1) 약초류 : 현재 전국적으로 100ha 이상 재배되고 있으며, 환경조건에 취약한
품목인 참당귀, 천궁, 산양삼을 대상종으로 함.
※ 참당귀 : 해발 500m이상, 적산온도 3,700℃이하인 지역이 재배적지
천궁 : 해발 200m이하에서는 뿌리 썩음 현상이 심함.
산양삼: 해발 600m이상, 최고온도 25℃미만인 지역이 재배적지

2) 약용수목류 : 전국단위로 자생하며 신초나 열매, 껍질 등을 약용으로 사용
하는 등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으로 선정 함.
※ 느릅나무과(느릅나무, 참느릅나무 등) : 뿌리 및 껍질을 약재로 이용

(나) 조사항목 및 방법
1) 약초류
- 지역 : 온대북부-인제, 평창, 정선 등
온대중부-영주, 봉화, 안동, 영양 등
온대남부–함양, 진주, 산청 등
- 계통 : 품목별 채종지 분류 및 DNA 마커를 이용한 유전적 변이
- 재배환경 : 미기상, 해발고, 토성, 토양양분, 토양근권미생물, 경사, 해충
발생 조사 등
- 생장 특성 : 생존율, 생장량, 수확량, 추대율, 조직별 바이오매스, 주근
및 세근 비율 등
- 유용성분 분석 : 지표성분, 주요 화합물 조성 및 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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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용수목류
- 지역 : 온대북부-인제 등
온대중부-울진, 봉화 등
온대남부–함양, 진주 등
- 계통 : 품목별 채종지 및 품종 분류
- 재배환경 : 미기상, 해발고, 토성, 토양양분, 토양근권미생물, 경사 등

서

- 생장 특성 : 수목활착율, 생존율, 생장량 등

론

- 유용성분 분석 : 지표성분, 주요 화합물 조성 및 함량
(다) 시험규모
1) 약초류
- 3종 × 3권역 × 1지역 × 3반복
- 품목별 10m × 20m 포지조성
2) 약용수목류
- 1종 × 3권역 × 1지역 × 3반복
- 품목별 1ha 포지조성
- 모니터링 표준지 20m × 20m 설정

Ⅱ
기후
변화
영향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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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라) 산림약용자원의 기후변화 영향 평가
1) 약초류
- 수종별 이산화탄소 및 온도 변화에 따른 생장량 및 지표성분 및 유용성분
함량 변화 분석
- 수종 및 지역별 생장량, 토양, 기상요인에 따른 지표성분 등 2차 대사산물
의 변화 및 영향 분석
2) 약용수목류
- 수종 및 지역별 생장량, 토양, 기상요인에 따른 지표성분 등 2차 대사산물
의 변화 및 영향 분석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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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액(조사주기: 1년)
(1) 조사 대상
수액은 나무의 도관이나 가도관을 통하여 이동하는 목부수액을 인공적으로 채취하
여 음용 등의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뜻한다. 수액 중에서도 고로쇠수액을 대상으로
우선 조사하고, 수요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할 수 있다.

(2) 기후변화가 고로쇠수액에 미치는 영향
고로쇠수액은 뿌리를 통해 흡수되는 수분이 수간압에 의해 천공 시 분출되며, 겨
울철 기온상승이 토양의 해토시기, 흡수 가능한 수분 양의 변화와 휴면해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므로 기온, 강수량(적설량) 및 토양 온습도의 변화는 고로쇠수액 채
취에 영향을 준다. 이상기온에 의해 수액 채취시기가 앞당겨지거나 단축될 수 있
고, 겨울철 가뭄에 따른 고로쇠 수액 채취량의 변화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동인

반응

1차 영향

2차 영향

겨울철 기온상승

수액 채취시기, 채취기간,
생산량 변화

고로쇠 수액 생산량 감소

경제적 손실 증가

(3) 실태조사 및 영향 분석 방법
산림청 임업통계연보(~현재)를 활용하여 고로쇠수액 생산량을 추정하되, 기후변
화에 따른 고로쇠수액 생산량 실태조사는 고정시험지에서 실시한다. 고정시험지는
기존 국유림 양여 등으로 고로쇠수액을 채취하고 있는 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
에 구축한다. 조사범위는 수액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서부지방청 관할로 선정
하고 차츰 4개 지방청 관할로 확대 할 수 있으며 울릉도 등 특수지를 포함할 수
있다. 임종, 방위, 경급, 고도 등을 고려하여 고정조사구를 구축하고 고로쇠나무 생
장, 생육환경, 수액채취량, 채취기간, 미기상인자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과거 수액채취량은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임산물 생산실적(수액)을 참고하여 생산
량을 추정하고, 고정시험지에서 산출되는 자료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인자에 따른
수액생산량 변화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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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장 조사구 설치
1) 3경급×3본×3조사구
※ 현재 서부지방청 산하 함양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에서 매년 양여를 통해 고로쇠
수액 채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중 양여 국유지를 대상으로 고정 시험지를 구축

2) 지역별 조사구 선정 시 건전한 생육을 보이는 나무를 경급별로 선발

서
론

(나) 고로쇠 수액 채취량 모니터링(1년 단위)
1) 조사구 내 경급별 수액채취 기준목에 대해 고정번호를 부여하고 위치 기록
2) 경급기준은

흉고직경

10cm

미만의

나무는

제외하고,

흉고직경

10~20cm‘소’, 20~30cm‘중’, 30cm 이상‘대’로 구분하여 선정
3) 조사기간은 기존 수액채취일 기준 5일 전부터 수액채취 종료일까지 조사함
(약 40일).
4) 채취목별 수액채취 기구를 설치하고 본당 일일 및 총 채취량, 채취기간을
조사(기록단위 : ml/본/일)
※ 채취방법 및 기구(천공방법, 유출기, 수액용기 등)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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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액 성분 분석(유리당 및 무기원 함량)

방법

(다) 고로쇠나무 임분 생육 모니터링(1년 단위)
1) 조사구 내 흉고직경 10cm 이상의 경급별 수목에 대한 매목조사
※ 수고, 흉고직경, 지하고, 수관폭 측정
부

2) 층위별(교목/아교목/관목/초본) 식생 조사
3) 토양 이화학적 특성 조사
4) 시험지 미기상 변화 조사(30분 간격 측정)
- 측정항목: 대기 온·습도, 토양 온·습도, 강수량 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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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란
13. 산불(분석주기: 1년, 관측: 매분)
(1) 용어의 정의
산불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산림보호법 제2조 정의).

(2) 기후변화가 산불에 미치는 영향
가뭄 빈도/기간 증가로 인하여 임내․외 연료의 수분함유량의 감소에 따라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동인

반응

1차 영향

2차 영향

가뭄 빈도/기간 증가

임내외 연료의
수분함유량 감소

산불 발생 빈도 증가
및 대형화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

(3) 실태조사 및 영향 분석 방법
(가) 산불통계연보(산림청)의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ha) 변화 분석
각 지자체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보고된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서
(산림보호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의거)」를 토대로 작성
된 산불통계연보의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ha)을 실태조사의 평가 대상
으로 삼을 수 있다. 산불통계는 국가승인통계(13625)이며 조사범위는 전국,
조사주기는 1년 단위로 과거 5년 대비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 변화율을
분석한다. 조사체계는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
치도 및 지방산림청 → 산림청으로 구성된다.
(나) 극한 가뭄지수 발생빈도 모니터링 및 분석(관측주기: 1분)
1) 기상청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가뭄빈도, 가뭄기간, 가뭄지수, 습도 등
모니터링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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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5년 대비 극한가뭄지수 발생빈도 비교 분석(분석주기: 1년)
(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평가
HAPPI(Half a degree Additional warning, Prognosis and Projected
Impacts)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미래 기온 1.5℃, 2.0℃ 증가에 따른 우리
나라 전국 산불위험지수 변화 예측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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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사태(주기: 1년, 관측: 1시간)
(1) 용어의 정의
산사태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된 현상으로,
사방사업법 제2조5항의 정의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2) 기후변화가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
여름철 폭우, 태풍 빈도/강도의 증가에 따라 극한강우사상의 빈도수가 증가하면
산사태 발생 확률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사태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사방댐 건축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기후변화 동인

반응

1차 영향

2차 영향

여름철 폭우, 태풍
빈도/강도 증가

극한강우사상의 빈도수
증가

산사태 발생 증가

산사태 방지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

(3) 실태조사 및 영향 분석 방법
(가) 기존 통계 자료 활용
각 지자체에서 보고된 물량을 토대로 최종 확정되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에 등록되어있는 산사태 피해면적(ha)을 실태조사의 평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나) 극한 강우사상 발생빈도 모니터링 및 분석(관측주기: 1시간)
1) ‘기상청의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강우지속시간, 강우량, 강우강도, 확률

우량 초과 빈도 등 모니터링 및 분석
2) 과거 5년 대비 극한강우사상 발생빈도 비교 분석(분석주기: 1년)
(다) 산사태 위험성 예측 방안
산사태 위험성 예측은 탱크모델을 활용하여 주의보·경보에 대한 정보를
1시간 단위로 생산하고 있다. 현재 산사태 1시간 예측을 12시간까지 확대하여
초단기 예보를 구현하고, 12~24시간(단기), 24~48시간(중기) 예보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강우량 정보를 이용하여
산사태 위험성을 예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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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림병해충
(1) 조사대상
산림병해충은 수목에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미생물, 선충류, 곤충류, 절지동물
류 등을 뜻한다.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및 예측 연구”
와 관련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 주
요 산림병해충과 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1968년부터 축적하고 있

서
론

다. 예를 들어 소나무재선충병은 신규발생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
늘소 우화시기를, 참나무시들음병은 고정조사지 피해율, 솔잎혹파리는 전국 300개
이상의 고정조사지 충영형성율, 솔껍질깍지벌레는 발생선단지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
고 있다. 또한 발생량이 많은 돌발병해충 및 특정 조사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림병해충
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전국 9개 고정조사지를 선정하여 유아등

Ⅱ

을 이용, 나방류 종류 및 밀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기후변화

기후
변화

에 의해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산림병해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

영향

고 주요한 산림병해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고정 조사구

실태
조사

를 설정할 계획이다.

및
평가

(2) 기후변화가 산림병해충에 미치는 영향

방법

산림병해충은 변온생물로서 생활사 및 이와 관련된 밀도, 발생 시기, 피해 가능
성 등이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산림해충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온이 상승함에 따
라 임계점까지는 밀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나, 임계점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
다. 또한 연간 평균 온도보다 특정 시기의 온도에 민감한 경우가 있다. 겨울 온도 상

부

승은 월동 해충의 생존율 증가를 유발하여 밀도 증가 혹은 특정 종 또는 종류의 증

록

가로 해충상 구조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봄철 기온 상승은 산림해충 활동시기를 빨
라지게 해 해충의 의한 피해 증가가 우려된다. 간접적으로는 가뭄 특히 봄, 여름
가뭄은 습도에 취약한 해충 밀도 증가를 유발하며 동시에 수목에 대한 스트레스를 유
발하여 나무좀과 같은 2차성 해충의 증가를 유발한다. 이에 더해 태풍 빈도 및 강도 증
가,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특정 종류 해충의 밀도를 증가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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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동인

반응

1차 영향

2차 영향

겨울 온도
상승

월동 병해충 생존율 증가

해충 개체수 및 피해 증가,
해충상 변화

봄철 기온
상승

병해충 활동시기가 빨라짐

해충에 의한 피해 증가

곤충 분포 변화

해충 분포 북상 우려

연간 곤충 발생 세대수 증가

발생 세대수 증가로 피해 증가

흡즙성 해충 발생 증가

해충상 변화

해충상에 따른
산림구조 변화

봄철 가뭄

춘기 발생 해충 증가, 천공성 해충
밀도 증가

스트레스 수목 고사 가능성 증가

가뭄에 취약한 수종
감소 우려로
산림구조 변화

CO2 농도
증가

식엽성 해충 밀도 증가 가능성(?)

해충상 변화

태풍 빈도,
강도 증가

천공성 해충 밀도 증가

해충 피해 증가

기온상승

해충상에 따른
산림구조 변화

북상 지역에서 피해
증가

(3) 실태조사 및 영향 분석 방법
(가) 주요 산림병해충(매년)
1) 소나무재선충병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위험도 지수(5년 주기, 온도 분석)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 우화시기 모니터링
- 신규 발생지 모니터링
2) 참나무시들음병
- 매개충(광릉긴나무좀)의 우화시기 모니터링
3) 솔껍질깍지벌레
- 발생 선단지 조사
4) 솔잎혹파리
- 고정조사지 충영형성율 조사(300곳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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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돌발 산림병해충(매년)
1) 돌발병해충 종류 및 피해지 조사
- 시군의 보고 또는 민원으로 발생이 알려진 산림병해충 피해, 피해면적,
종류 조사
2) 특정 지역 돌발병해충 발생 조사
- 관광사적지, 명승고적지, 고속도로 등 경관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서
론

산림병해충 종류, 피해지역, 피해도 조사
3) 유아등에 의한 나방류 종류 조사
- 유아등으로 채집되는 나방류 밀도, 종류, 발생시기 조사
Ⅱ
(다) 기후변화 영향평가 방법
- 산림병해충 발생 및 피해자료와 환경인자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기후변화

기후
변화

영향평가를 위해 개발된 예측모형을 토대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

영향

하여 산림병해충의 미래 발생 예측

실태
조사
및
평가
방법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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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물다양성
16. 산림식물(조사주기: 5년)
(1) 조사대상
산림식물은 기후변화 영향에 따라 남한지역 산림에서 분포지가 변화하는 빙하기
잔존종(Glacial relict)을 대상으로 한다.

(2) 기후변화가 산림식물에 미치는 영향
연평균 기온과 봄철가을철의 기온 상승은 한반도 산림생태계에 큰 변화를 초래
할 것이다. 연평균 기온의 상승은 해수면을 증가시켜 서해안 및 남해안 식생의 파
괴 및 축소시킬 것이며, 상록수 및 남방계수종의 분포 북한계선을 북상시키는 반면
북방계 식물들의 생육지 축소 및 분포 남한계선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봄철과 가을철의 기온 상승과 가뭄빈도 증가는 백두대간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북방계 잔존식물의 생육적지 축소에 의한 급격한 개체수 감소로 분포 남한계선의
북상 또는 절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동인

연평균기온
상승

봄철, 겨울철
기온상승,
가뭄빈도/기간
증가

반응
- 아열대성 상록활엽수와
난대성 낙엽활엽수의 우세

1차 영향

2차 영향

- 아열대성 상록활엽수와 난대성
낙엽활엽수의 면적 확장

- 상록침엽수나 북방계 식물의 - 상록침엽수나 북방계 식물의 면적
열세
감소 및 북상
- 종구성,
- 겨울철 적설량 감소에 따른
- 산림식물분포
토양생태계 변화
- 임상별/수종별
- 상록침엽수종의
- 아고산침엽수림 축소 가속화
면적 변화
탄소결핍발생
- 동물에 의한 아고산 침엽수종 치수
- 잔뿌리 발달 저해로 인한
섭식량 변화
수목 건강성 저하
- 산림건강성 악화
- 수목의 건조피해 증가
- 연륜생장폭 감소
- 수관활력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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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태조사 및 영향 분석 방법
남한지역 산림 내 빙하기 잔존식물은 2010년 국립수목원에서 발간한 “한반도
기후변화 적응 대상식물 300”에 수록된 북방계식물 100종을 대상으로 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분포적지 변화는 종 분포모형을 통해 추정하고, 대상종들의 출현 및
분포정보에 따른 MaxEnt 모형을 적용한다.

서

(가) 조사대상: 북방계식물 100종

론

(다) 조사항목: 분포정보
(라) 조사방법: 문헌조사
1) 국립수목원 “국내 유용식물자원탐사 사업(2003~2006)”
2) 산림청 “한반도 관속식물 분포연구(2007~2010)”
3)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식물표본정보
(마) 자료분석
1) 종 분포모형을 통한 북방계식물의 분포적지 변화 추정
2) 기후인자는 RCPs 4.5 및 8.5 시나리오 적용
3) 지형인자는 해발고도, 사면경사, 사면방향, 지표곡률의 4개 변수 사용

Ⅱ
기후
변화
영향
실태
조사
및
평가
방법

(바) 기후변화 영향평가법
1) 20년 단위로 실제 분포정보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분포예측 결과
비교
2) 기후변화영향에 따른 북방계식물의 분포적지 변화를 제시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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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산림곤충(조사주기:5년)
(1) 조사대상
산림곤충은 산림에서 살아가는 곤충과 기타 절지동물을 대상으로 한다.

(2) 기후변화가 산림곤충에 미치는 영향
기온상승, 겨울철과 봄철 기온상승, 태풍 빈도와 강도의 증가, 강수 패턴의 변화는
산림곤충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북방계종은 쇠퇴하고 남
방계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사하게 온도증가에 따라 저지대에 서식하는
종이 고지대로 이동하여 고산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온도에 의존하여
발육하는 곤충의 특성상 연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와 월동 생태 변
화에 따른 밀도 증가 등으로 인해 생물량이 많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수목피해도
증가할 수 있다. 봄철 기온의 상승은 곤충의 풍부도 및 출현 시기를 변화시키고 조
류의 번식성공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태풍 빈도와 강도의 증가로 인한 임목의
도복 피해 증가나 봄철 가뭄 등으로 인한 수분스트레스로 수목의 고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열린 공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른 초본과 관목류가 증가하게 된
다. 이런 환경의 변화는 산림종의 감소와 교란선호종의 증가를 유도할 것이다. 그
리고 기온/강수 패턴의 변화는 토양의 함수율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토양 절지동물의
풍부도와 군집구조를 변화시킨다.
기후변화 동인

기온상승

반응

1차 영향

곤충의 분포 변화

분포의 북상으로 인한 북방계종
감소 및 남방계종의 증가

곤충군집의 변화

곤충의 세대수 증가

곤충의 생물량 증가

수목피해 증가

곤충의 다양성 패턴 변화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이동

고산생태계 변화

곤충의 풍부도 및 출현시기
변화

조류의 번식시기 변화

조류 개체군
번식성공도 변화

겨울철과 봄철 곤충의 생물주기 변화
기온 상승
겨울철 곤충의 활동성 증가
곤충의 월동생태 변화

최초 출현시기 및 출현 최성기 변화
조류의 먹이공급 증가
곤충의 생물량 증가

태풍 빈도와
폭풍우에 따른 임목 도목 피해 초본, 관목류 증가
강도 증가
기온/강수
패턴의 변화

2차 영향

토양습도 변화

토양절지동물의 풍부도와 군집구조
변화

수목피해 증가
교란선호종 증가 및
산림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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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태조사 및 영향 분석 방법
기후변화영향 평가를 위해 전국 300여 개소에서 산림곤충 조사를 실시하고 있
으며, 이를 토대로 절지동물(개미, 거미, 딱정벌레 등)의 온도분포모형을 만들어 기
후변화 시나리오(A1B, RCP 4.5, 8.5)에 따른 분포와 풍부도 변화를 예측한 바 있
다(2007-2009). 동일한 조사를 5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예측결과
를 검정하고자 한다.

서
론

(가) 조사대상지: 전국 300개지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 구축한 지점)
(나) 조사대상종: 주요 절지동물
(다) 조사기간: 매년 5월에서 9월 사이

Ⅱ

(라) 조사규모: 100지점 × 10트랩 × 연 1회

기후
변화

(마) 조사방법: 함정트랩(플라스틱 컵), 설치 후 10일 뒤에 회수하여 정리
(바) 자료정리: 분류, 동정하여 출현종별로 개체수 기록
(사) 기후변화 영향평가방법

영향
실태
조사
및
평가
방법

- 온도구간별 풍부도를 조사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분포와
풍부도 변화 예측한 결과 및 기준연도(2007-2009)의 조사결과와 비교 검정
- 조사는 1-3차년도에 걸쳐 실시하고, 분류동정 및 분석은 1-5차년도 걸쳐 실시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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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산림동물(조사주기: 1년)
(1) 조사대상
산림동물종의 다양성은 백두대간 고산지대를 포함한 산림에 정기적으로 도래하
는 산림성 조류(국내 조류 510여 종 중, 244종을 산림성 조류, 이 등. 201420))와
포유류(국내 포유류 100여 종 중, 30여 종의 산림성 포유류, 최 등. 200721))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2) 기후변화가 산림동물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호우일수 증가, 기압배치의 변화는 장기적 이동성
조류의 이동양상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기온 상승에 따른 식물생물계절
(phenology)의 변화로 곤충량이 증감함에 따라 조류의 번식시기가 변화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철새는 텃새화 되고 있으며, 겨울철새는 번식지로 돌아가지 않고,
정주화하거나, 여름철새는 점점 북상하여 한반도의 조류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미기록종이거나 미조22)도 증가하고 있다(이 등. 201023)).
산림성 포유류의 먹이자원인 식물과 곤충 등에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으므로, 안정적
인 먹이자원을 확보를 위해서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도심으로 내려가서 음식물을
먹는 행동을 보인다. 이에 따른 산림성 포유류에 의한 임산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환경부. 201124), 환경부. 201525)).
기후변화 동인
기온상승
기압배치 변화
호우일수 증가

반응
산림성 조류의 분포 변화

겨울철 기온상승 산림성 조류의 정주 패턴 변화
조류 번식기
기온 상승
기온 상승

20)
21)
22)
23)
24)
25)

식물생물계절(phenology) 변화

1차 영향

2차 영향

미기록종 및 미조 증가

산림생태계 먹이망 변화

철새의 텃새화

산림생태계 먹이망 및
군집 안정성 감소

곤충유충의 풍부도 및
출현시기 변화

조류의 번식시기 및
번식성공도 변화

식물 및 곤충 출현시기 및 풍부도
포유류의 먹이자원 대체 행동 임산물의 피해 증가
변화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14. 한국의 새. 383p.
최태영, 최현명. 2007. 야생동물 흔적도감. 303p.
미조: 길 잃은 철새
이우신, 박찬열, 임신재, 허위행, 정옥식, 최창용, 박용수, 이은재. 2010. 야생동물 생태 관리학. 331p.
국립환경과학원. 2011. 기후변화에 따른 야생동물의 생태적 적응 사례연구. 54p.
국립생물자원관. 2015. 2015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1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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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태조사 방법
산림동물을 조사해야하는 만큼, 산출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신뢰성의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사자가 최소한 다음의 자격기준을 지니고 있어야한다.
조사자의 자격요건
자연환경분류기사 자격증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야외조류조사유경험자(5년이상)

서
론

(가) 조사대상지
-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한라산 8개 지역
- 지역별 3개 고정 조사 경로(총 21 개 경로)
제1차기 조사 시, 경로에 대한 위치 좌표를 수집하여 이후 동일한 경로에서 조사
수행하며, 각 경로마다 동일한 시간에 조사 수행하여야한다.
(나) 조사항목: 산림동물 밀도(마리수/ha), 임산물 피해 규모
(다) 조사규모
- 산림성 조류: 봄, 가을 중 매년 동일한 기간(연속 3일, 4박 5일) 연 2회
- 산림성 포유류: 봄, 가을, 겨울(중대형 포유류: 카메라 트랩), 여름(연속 3일,

Ⅱ
기후
변화
영향
실태
조사
및
평가
방법

3박 4일, 소형포유류: 포획트랩)
(라) 분석항목 및 방법
- 선조사법에 의한 관찰 종 별 개체수, 밀도 기록 (마리수/ha/hr)
- 기후인자와 산림 동물 밀도와의 상관 관계(수식 및 r2 값)
※ 기온과 여름철새 밀도, 강우량과 지빠귀류 밀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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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침입외래식물(조사주기:5-10년)
(1) 조사대상
침입외래식물은 국내에 의도 또는 비의도적으로 유입되어 야생화된 외래식물을
대상으로 한다.

(2) 기후변화가 침입외래식물에 미치는 영향
여름철 폭우, 기온 상승, 태풍의 빈도 및 강도 증가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는 외래
식물의 침입 및 확산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자연생태계 교란 및 더 나아
가 생물다양성 전반을 위협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기후변화 동인

반응

여름철 폭우
빈도/강도
증가

하천 및 산지 계류 수량 증가

빠른 기온
상승속도

천적 및 경쟁종, 병·해충
발생율 증가
자생식물 종 생태환경
변화(온대-난대기후대)

태풍 빈도/강도 주변국 분포 외래식물 유입
증가
가능성 증가

1차 영향

2차 영향

물에 의한 산포 외래식물
확산면적 증가
자생 및 외래식물 적응력 약화 생물다양성 위협 및
자연생태계 교란
및 다양성 감소
/ 침입외래식물 제거를 위한
식물종의 분포역 변화 / 열대 경제적 손실 증가
및 아열대 지역 외래종 유입
증가
침입외래식물 다양성 증가

(3) 실태조사 및 영향 분석 방법
기후변화영향 평가를 위해 2002년 전국 257 개소에서 수행한 외래식물 271분
류군에 대한 일차종발생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분포자료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온난화 등)를 가정 침입외래식물의 확산 가능성 및 방향을 예측하기로 한다.
(가) 조사대상지: 전국
(나) 조사대상종: 침입외래식물
(다) 조사규모: 20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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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사방법: 분포자료 수집, 현지조사를 통한 외래식물 종발생정보 확보
(마) 기후변화 영향평가방법
- MaxEnt. 활용 침입외래식물에 대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종분포모델
및 현재 종분포모델과 기후변화 시나리오상 분포모델 비교
서
론

Ⅱ
기후
변화
영향
실태
조사
및
평가
방법

부
록

부록

53

부록

1.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취약성 평가 세부항목
2.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근거법률

서
론

기후
변화
영향
실태
조사
및
평가
방법

부
록

임업생태계
산림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

임산물 생산성
변화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

산악지역 기상특성

산림
이상기상

기온, 강수량, 습도,
바람(풍속)

지표

산림곤충
산림조류

★
외래식물

발생 위험도, 우화시기
또는 피해율

분포

풍부도와 분포
풍부도

종수, 종별 분포,
확산속도

산사태

산림병해충

산림식물

산림곤충
산림동물

침입외래식물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솔잎혹파리 등
★
산림식물

산사태발생지역

산사태 피해면적(ha),
극한강우사상 발생빈도

산불

연말, 1년

전국(수목원 등)
고정조사구

전국
위치고정 8지역

전국

전국 고정조사구

전국(1km)

전국(1km)

전국

7년(’09 ~’15)

7년(’09 ~’15)

8년(’03 ~’10)

활동기간, 1년

21년
(1994~2015년)

5월-8월,1년 3년(’07~’09)
활동기간, 1년 2018년

년중, 20년

출현시기, 1년 2015년

년중, 1년

년중, 1년

7년(’09 ~’15)

7년(’09 ~’15)

임산물재해보험대상수종

년중, 1년

피해규모

고정 조사 지역

재배기간, 1년 2018년

5년(’11~’15)
5년(’11~’15)
5년(’11~’15)
2018년
’03 ~ ’15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위치고정 5-10지역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등

5년
2년
1년
1년
1년

생산량/고정조사지역
(면적, 혹은 본수)

년중,
년중,
년중,
년중,
년중,

개엽, 개화 시기

전국
위치고정 5지역
전국
위치고정 16지역
전국 산림

5년(’11~’15)

-, 2010년
2010년

30년
(1981~2010년)

평균

평균
출현시기

면적

평균

면적
고사율
- 과거 및
총계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평균
해서 각
평균
차기 말까지
변화된
평균
차이구명
평균
- 현재까지의
변화를
총계
고려하여
미래에
평균
도래할 변화
예측
평균

지수값

면적
평균

평균

O

O
O

O

O

O

O

O

O

˟

O
O
O
O
˟

O

˟
O
O

˟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수행기관: 국립산림과학원)
기준년도
기준값
영향평가
취약성평가(O,X)

기후변화 피해 산림
기후변화취약수종 등
전국 산림
산림수문관측소
활엽수림, 침활혼효림
★
산림 자생식물

피해면적
고사량
순일차생산성
산림유량
개엽 시기

년중, 5년

산림건강성
고정 표본조사구

전국 산림

년중, 5년

전국

전국 산림

년중, 1년
(매분관측)

전국(12.5km, 1km) 년중, 5년

전국(500m)

전국 산림

전국 산림

실태조사 (수행기관: 국립산림과학원, ★표는 국립수목원)
대상
공간범위
시기, 주기

산불발생건수, 피해면적(ha),
산불발생지역
극한 가뭄지수 발생빈도

단기소득임산물

산림생물(식물)계절

산림생산성 변화
산림수문

산림생태계 쇠퇴

건강활력도 변화율

중·단기 기후변화예측 기상 예측값
주요수종별 면적
산림자원변화
임목축적량, 산림탄소량

세부분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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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근거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
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서
론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기후
변화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영향

권한 중 농업·농촌 분야(임업 분야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
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실태
조사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

및

약성의 조사 및 평가
2.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평가
방법

3.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 요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농촌 분야(임업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시행규칙)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
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임업 분야
가.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나.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다.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라.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마.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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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후영향조사ㆍ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영향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선략) ③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중략)
2. 법 제51조의5에 따른 기후영향조사ㆍ평가,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공ㆍ실태조사의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시행규칙) 제61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
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조사ㆍ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2.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4.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5.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영향조사ㆍ평가 및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③ 기후영향조사ㆍ평가 및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자료,
통계,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의 결과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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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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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임업경제동향 2010/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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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산림유전자원 종자목록 - 난대산림연구소 보유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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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2009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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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가이드라인-시범사업용.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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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임업경제동향 2012/여름. 2012

420. 두륜산 산림생태지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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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 제도 및 정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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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제주도의 착생식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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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국가별 목재펠릿 정책 및 유럽의 시장 동향.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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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녹색관광 추진사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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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중국 대나무 도감 – 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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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목질판상제품의 산업현황 및 국제표준화 동향. 2011.

473. 표고의 생화학적 특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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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사찰건축물 보존을 위한 임업적 산림재해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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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주요 잔디해충의 생태와 관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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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대기오염과 수목피해. 2012.

439. 숲으로 떠나는 마음 여행. 2011.

480. 통합의학적 산림치유 프로그램 매뉴얼. 2012.

440.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현황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481. 산림경관자원 조사․경관계획. 2012.

(2006-2010) 주요 결과. 2011.

482. 산림유역의 수질보전을위한 최적관리기법. 2012.

441. 호두나무 재배기술. 2011.

483. 우리나라의 해안방재림 실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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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복분자딸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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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VII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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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사. 2011.

487.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2012.

446. 아시아의 기후변화와 산불. 2011.

488. 유실수 특용수 전정기술. 2012.

447. 포르투갈, 헝가리 산림 현황 및 연구. 2012.

48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무 매뉴얼. 2012.

448. 광릉 숲의 졸참나무와 서어나무 고사목에 서식하는

490. 분재 재배 및 병해충 관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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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임업경제동향 2012/가을. 2012.

449. 임업경제동향 2011/겨울. 2012.

492.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2.

450. 2011 산림재해백서. 2012.

493. 산양삼 표준재배지침. 2013.

451. 인도네시아 주요 열대수종. 2012.

494. 원목규격 및 재적표. 2013.

452. 산림병해충 기술교본. 2012.

495. 임업경제동향 2012/겨울. 2013.

453. 홍릉 숲에 사는 나비. 2012.

496. 2012 산림재해백서. 2013.

454. 단기소득임산물 경영지원시스템 모형 개발. 2012.

497. 난대 자원화 유망수종 육성기반 조성 연구. 2013.

498. 고사리 산지 식재기술(II). 2013.

536.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Ⅹ). 2014.

499. 일본의 목재이용촉진법 및 지역재 인증 규정. 2013.

537. 국제산불심포지엄을 통해본 산불연구 및 정책동향.

500. 주요국의 불법목재규제법 및 산림인증 규정. 2013.

2014.

501.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3년 1호. 2013.

538. 2013 산림재해백서. 2014.

502. 임업경제동향 2013/봄. 2013.

539. 임업경제동향 2013/겨울. 2014.

503. 포플러 유전자 발현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매뉴얼.

540. 일본 지자체의 산촌진흥 및 산촌재생을 위한 추진시

2013.

책과 사례. 2014.

504. 산림생명공학 Q&A 자료집. 2013.

541. 산업재산권 등록자료집(목재이용기술 100선). 2014.

505. 소아 환경성 질환 산림치유 프로그램 진행지침서.

542. 산림과학 실험분석 적합화를 위한 선형 및 비선형

2013.
506. 임업경제동향 2013/여름. 2013.
507. 헛개나무 간기능 개선 및 숙취해소 효과. 2013.

모형. 2014.
543. 임도망 계획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014.

508.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 가이드라인. 2013.

544. 임업경제동향 2014/봄. 2014.

509. 남부산림권역 곰솔 자원 및 임분관리. 2013.

545.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분석기법과 그 응용. 2014.

510. 수목대사체 분석 및 응용. 2013.

546. 숲속의 독버섯. 2014.

511. 청량리 홍릉터의 역사와 의미. 2013.

547. 임업경제성분석 프로그램 매뉴얼. 2014.

512.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사방(사방-자연과의 공존). 2013.

548. 산불위험지 조사 지침서. 2014.

513. 조선시대의 산사태 및 낙석피해 기록. 2013.

549. 표준재배 지침서(특용수 편). 2014.

514. 특용수종 음나무 및 두릅나무 재배기술. 2013

550. 임업경제동향 2014/여름. 2014.

515. A List of Monocotyledonous Plants from Jeju

551. 농작물재해보험을 위한 복분자딸기 표준수확량 연구.

Island. 2013.

2014.

516. 우리나라의 해안방재림 실태 (II). 2013.

552. 피나무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4.

517. 한국잔디에 발생하는 병해와 잡초. 2013.

553. 유전자변형나무의 안정성평가에 관한 논의. 2014.

518. 방부처리목재의 경시적 야외 내후성 변화. 2013.

554.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딱정벌레

519. 목재 에너지림을 위한 단벌기 경영기법 : 독일 바덴
뷰르템베르크주(州)의 사례. 2013.
520. 전과정평가를 통한 국산 원목의 수종별 온실가스 배
출량 산정. 2013.

풍부도의 변화예측. 2014.
555. 수목 유래 리그난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
공명 및 질량분석 자료(Ⅳ). 2014.
556. 가선집재 작업매뉴얼. 2014.

521. 목질계 바이오에탄올의 생산기술과 공정. 2013.

557. 천마의 생장과 기능성물질 생산. 2014.

522. 우리나라 근대임업(양묘, 조림)에 대한 시험연구 자료.

558. 경골목조건축 표준일위대가. 2014.

2013.
523. 산림토양진단 방법과 활용. 2013.
524. 산림수자원조사 표준 매뉴얼. 2013.
525. 산림토양 산성화 영향 모니터링 조사ㆍ분석 매뉴얼.
2013.
526. 목재생산을 위한 작업도(로) 시설 방법. 2013.
527. 마가목. 2013.
528.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산림거미의
분포와 풍부도의 변화예측. 2013.

559. 토종다래 재배기술. 2014.
560. 전국단위 산림기능구분도 제작 및 경제림 육성단지
구획조정. 2014.
561. 최근 일본의 표고 원목재배 신기술. 2014.
562. 북미지역 산림치유 프로그램. 2014.
563. A List Dicotyledoneae herbaceous plants in
Jeju Island. 2014.
564.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목재의 마이크로피브릴 경사각과
수축률 측정. 2014.

529. 대경간 목구조 건축 해외사례 모음집. 2013.

565. 선흘곶자왈의 역사문화자원. 2014.

530. 시민과 함께하는 인공새집 모니터링. 2013.

566. Standard and Specification of Wood Products.

531. 임업경제동향 2013/가을. 2013.

2014.

532. 산림작업용 장비 및 임목수확시스템. 2013.

567. 한국의 재선충속(Bursaphelenchus) 선충. 2014.

533. 한국 산림전통지식 현황과 발전방향. 2013.

568.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산림식생 모니터링. 2014.

534.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569. 개화모니터링 매뉴얼. 2014.

위한 주요국의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과 전략.

570. 새, 홍릉숲에 머물다. 2014.

2014.

571.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토양 물리성-. 2014.

535. 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2014.

572.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토양 화학성-. 2014.

573. 자연휴양림 유지관리 매뉴얼. 2014.

614. 폐광지 및 폐채석장 복원 사례집. 2015.

574. 남부지역 주요 수종별 자원특성 및 임분관리. 2014.

615. 잔디 표준재배관리기술. 2015.

575. 균근성 버섯의 기초 배양 특성. 2014.

616. 관상산림자원(조겅주, 잔디)표준 생산 및 관리 기술.

576. 한국의 수지상균근균. 2014.

2015.

577. 주요 국가의 산림수자원 관리 정책. 2014.

617. 제6차 세계산불총회 발표 논문 분석 자료집. 2015.

578. 한국잔디유전자원. 2014.

618. 차량용 목조교량 사례 및 설계예제집. 2015.

579.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관리 사례 –북미 편-. 2014.

619. 차량용 목조교량 요소기술 개발 및 구조성능 평가.

580. 산림의 기능별 숲가꾸기 기술. 2014.

2015.

581. 나노셀룰로오스. 2014.

620. 다층 목조건축 사례 및 기술동향. 2015.

582. 단기소득임산물 경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운영 체계.

621. 신개념 목질계 바이오연료, 반탄화 목재연료. 2015.

2014.

622. 바이오매스 반탄화 산업화 전망. 2015.

583. 임업경제동향 2014/가을. 2014.

623. 마을숲 미래가치를 찾아서. 2015.

584. 국민안전과 국토보전을 위한 산사태 바로알기. 2014.

624. 주요 실내 사용 목재의 연소 특성. 2015.

585. 산지토사재해 표준행동지침(SOP). 2014.

625. 목재용 아미노계 수지 접착제. 2015.

586. 산채 증식기술. 2014.

626. 알기 쉬운 흰개미 방제 가이드북. 2015.

587. 현지외보존 산림생명자원. 2014.

627. 가리왕산과 중왕산의 버섯. 2015.

588. 나라꽃 무궁화 품종도감. 2014.

628. 최근 표고재배기술. 2015.

589. 세계 산림탄소 정책·시장 동향. 2015.

629. 밤 수확과 저장. 2015.

590. 임업경제동향(겨울).2015.

630. 헝가리의 아까시나무 육성. 2015.

591. 2014 산림재해백서.2015.

631. 글로벌 임목육종 현황과 미래 전략. 2015.

592. 물을 키우는 숲. 2015

63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술 교본. 2015.

593.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임업기술(I). 2015.

633. 일본의 산지토사재해 방지대책. 2015

594.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각산불 대응방안.2015.

634. 유럽의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전략. 2015.

595. 산지은행제도 사업별 이용의향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

635. 튀니지 코르크참나무 숲 복원을 위한 양묘 및 조림.

2015.
596. 임상도의 임분고 정보 구축을 위한 고해상도 입체위
성영상 분석 매뉴얼. 2015.
597. 한국의 국가산림자원조사 체계 변천(1975~2010년).
2015.

2015.
636. 소나무·낙엽송의 천연갱신 메커니즘 및 기술동향.
2015.
637. 목재생산을 위한 임도망 선정 기법. 2015.
638. 2014년도 국립나무병원 연차보고서. 2015.

598. 일본 산림의 기능과 평가. 2015.

639. 임업경제동향 2015년 가을호. 2015.

599. 한국의 산림 분야 국별협력전략(CPSF)수립. 2015.

640. 임목수확시스템 및 안전작업. 2015.

600. 코스타리카의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 2015.

64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601. 2015년 임업경제동향 봄호. 2015.

연구. 2015.

602. 기관운영전략 및 계획. 2015.

642. 전국 생활권 수목관리 실태조사. 2015.

603. 녹지유형별 노린재의 분포와 다양성. 2015.

643. 우리나라 아고산 침엽수림(Ｉ)-계방산. 2015.

604. 홍릉숲 방문자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현황 파악과

644. 산림입지토양조사 필드 가이드. 2015.

경제적 가치평가. 2015.

645. 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2016.

605. 간벌과 목표 산림형. 2015.

646.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임업기술(Ⅱ). 2016.

606. 임업경제동향(여름호). 2015.

647.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절지동물

607. 대추나무 농작물 재해보험을 위한 표준수확량. 2015.
608.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파리
풍부도의 변화 예측. 2015.

풍부도와 다양성의 변화 예측. 2016.
648. 산림유전자원의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을 위한
지구행동계획. 2016.

609. 주요 용재수종 채종원의 유전간벌. 2015.

649. 임업경제동향 2015년 겨울호. 2016.

610. 수목의 유전공학. 2015.

650. 골든시드 표고 재배 기술. 2016.

611. 옻나무의 유용물질 분리 및 구조동정. 2015.

651. 2015 산림재해백서. 2016.

612. 염화칼슘에 의한 주요 수종의 생장 및 생리반응 특성.

652. 신기후체제 대응 산림과학 연구 마스터플랜(2016~2020).

2015.
613. 저에너지 목조주택의 시공 및 설계 가이드라인. 2015.

2016.
653. 도서산림 특이성 분석에 따른 유형화와 생태정보

구축 방안 연구(2차년도). 2016.

(KOTRA)맞춤형시장조사 보고서. 2016.

654. 산림토양 산성화 모니터링 고정조사지. 2016.

693. 산림유전자원의 현지외보존 현황. 2016.

655. 비자나무 : 그린 오션의 희망, 6차 산업의 비전.

694. 광릉시험림의 산림자원 조사. 2016.

2016.
656. 중남미 국가별 산림분야 개발수요와 한국의 협력전략.
2016.
657. 일본의 산촌활성화 및 녹색․생태관광 정책과 사례.
2016.

695. 포플러 단벌기 목재에너지림. 2016.
696. 임도의 계획과 시공. 2016.
697. 불량림 수종갱신 판정 핸드북. 2016.
698. 제1차 산림의 건강활력도 진단·평가 보고서. 2016.
699. 임업경제동향 2016년 가을호. 2016.

658. 미국의 숲속야영장 제도 및 운영실태. 2016.

700. 임목육종 60년. 2016.

659. 전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현황과 전망. 2016.

701. 2030년 산림 및 임업 핵심이슈(미래 전망 기반 제6차

660. 자유학기제 연계 산림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및 운영
사례. 2016.
661. 부후성 버섯의 배양 특성. 2016.
662.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곤충. 2016.

산림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2017.
702.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임업기술(Ⅲ). 2017.
703.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의 산림분야 개발수요와 한국의
협력 전략. 2017.

663. 임업경제동향 2016년 봄호. 2016.

704. 2016 호남정맥, 금남호남정맥 자원실태와 변화. 2017.

664. 수목 호르몬 분석 및 응용. 2016.

705. 2016 백두대간 설악산권역 자원실태와 변화. 2017.

665. 옻나무 추출물의 약리활성. 2016.

706.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666. 유엔기후변화협약 산림부문 협상을 위한 가이드북.
2016.

2017.
707. 산림수종 유전체 해독 동향. 2017.

667. 중국 내몽골 건조지/반건조지 주요 식물 목록. 2016.

708. 임업경제동향 2017년 봄호. 2017.

668. 2015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제주시

709. 국외 산림복지시설 조성·운영 사례. 2017.

험림 FSC 산림경영 인증 심사보고서. 2016.
669. 초록을 꿈꾸는 한라산 구상나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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