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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송 임분관리 및 재조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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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낙엽송 임분관리 및 재조림 연구

연구 배경

중국은 208백만 ha의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국토의 약 22%를 차
지하고 있다. 그 중 69백만 ha가 인공 조림지이며, 약 1/3이 중국 동북부에 위치
하고 있다. 중국 동북부 산림은 목재 공급, 수자원 공급, 종 다양성, 산림보존, 탄
소저장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중국 동북부 지역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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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부 지역은 지난 100년 동안 대경재 생산에 의해 산림의 70%가 활엽
수 혼효 이차림으로 이루어져 왔다. 당연히 과거의 목재 생산성을 산림에서 보이
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1950년대부터 목재 수확 등을 위해 낙엽송 인공
조림이 시작되었다. 지금 약 2백만 ha가 낙엽송 인공 조림지이며, 현재 중국 동북
부 랴오닝성은 산림의 90%가 낙엽송 임분이고, 기타 잣나무 임분 등이다. 이러한
이유로 낙엽송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 중국 동북부 지역 산림의 변화 과정

낙엽송 인공조림지는 이차림과 비교하였을 시 수원함량 기능 20% 감소, 유출수
pH 5.3 이하(이차림은 pH 6.3 이상), 탄소 고정 능력 감소 등 산림생태계 서비스
공급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목재 생산, 탄소 고정 등 지속가능한 국가 산림 정책을 충족하지
못했다. 중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낙엽송 인공조림, 이차림 조성 등
과 같은 연구를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낙엽송 4영급 인공조림지는 유기물 함량
33~43%, 질소 39%, 인산 41%, 효소 활성 20~50%가 감소하였다. 또한 단일 수
종인 낙엽송 인공조림지는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낙엽송 조림지
는 양분 요구도가 높아 시간이 지날수록 토양 생산성과 양분함량이 감소하지만,
대부분 한대지역으로 낙엽 등의 분해 속도가 늦기 때문에 토양 부분에서 많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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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낙엽송 인공림 연구결과와 같
은 경향으로 낙엽송 임분은 적어도 60~80년 이상 시간이 지나야 적정한 토양 양
분 조건으로 회복된다. 그러나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벌기령이 짧기 때문에 토양
회복 전 다시 낙엽송 임분에 낙엽송을 재조림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두 국
가의 연구에서 모두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 낙엽송 인공림과 이차림의 토양 특성 비교

즉, 토양 회복이 된 낙엽송 벌채지에만 낙엽송을 재조림을 하거나, 시비 등의 조
림 후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낙엽송 인공조림지를 벌채전까지 어떻게 관리하느냐
에 따라 재조림 성공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동북부에서는 이러한 낙엽송 재조림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활엽수
혼효림으로의 임분 유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26년 된 낙엽송 인공조림지와 낙엽송
-들메나무 혼효림을 비교하였을 시, 조림목 생장(12.4%), 토양 미생물(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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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활성(10~31%), 수자원 함량(10%), 탄소 고정(15% 이상)이 낙엽송 인공조림
지 대비 혼효림에서 높았으며, pH도 0.6~0.7 증가하였다.

그림 4. 낙엽송 인공림(좌) 및 낙엽송-들메나무 혼효림(우)

이러한 이유로 낙엽송 조림지 적정 혼효 수종 발굴, 천연갱신에 의한 혼효림 유
도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낙엽송-활엽수 혼효림 유도 및 임분 관리
기술을 중국 심양응용생태연구소에서 개발하여 가이드라인(지침)을 지역 산림 현
장에 보급하여 효율적인 낙엽송 임분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림 5. 낙엽송 인공림의 낙엽송-활엽수 혼효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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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의 구성을 변경하거나 낙엽송 인공림을 낙엽송-활엽수 혼효림(larchbroadleaved mixed forests, LBMF)으로 유도하는 방법에 한 연구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그림 6. 낙엽송-활엽수 혼효림 유도 연구

이차림 내 낙엽송 조림지 분포 패턴은 활엽수종 천연갱신에 영향을 미치며, 간
벌은 종자 비산과 치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설치류는 낙엽송 조림지 내
활엽소 대립 종자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낙엽송 임분
의 수직적 구조와 높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1.2

연구 목적

낙엽송 임분을 지역 규모의 낙엽송-활엽수 혼효림으로 유도하기 위한 단일 낙엽
송 생산 임분관리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1) 낙엽송 조림지의
시공간적 분포, 낙엽송 조림지의 영급 분포 조사, 2) 낙엽송 조림지의 명확한 기능
분류(목재생산, 환경 보존 등), 3) 기후 변화에 따른 낙엽송 조림지의 탄소 고정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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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 수준 설정, 4) 과거와 차별된 낙엽송 조림 및 관리 계획 수립을 목표로 연
구를 추진하였다.
심양응용생태연구소에서는 인공위성 자료, RS,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낙엽송 임
분의 영급분포, 공간분포, 자원량 등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1.3

시험지

연구 지역은 중국 북동부의 4개 지역(Liaoning, Jilin, Heilongjiang, Inner
Mongol)이며, 약 124만 km2 면적이다. 이 곳은 2개의 대평원(Sanjiang, Liaohe)
이 3개의 주요 산맥(Daxinganling, Xiaoxinganling, Changbaishan)으로 구분
되며, 6개의 주요 강(Heilongjiang, Nengjiang, Songhuajiang, Wusulijiang,
Tumenjiang, Liaohe) 및 중국 동북부의 4개 호수가 있다.

그림 7. 시험지 및 원격 탐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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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 방법

1.4.1. 낙엽송 조림지 지리 및 공간 정보
낙엽송 공간적 분포는 생장기와 비생장기의 영상을 비교하였다. 생장기 이미지
는 활엽수림을 제외할 수 있고, 비생장기 이미지는 상록 침엽수림을 제외하여 낙
엽송 임분의 지리 정보를 획득하였다. 또한, 낙엽송 인공림과 천연림을 이미지의
질감과 경계를 비교하여 구분하였다.

그림 8. 낙엽송 생장기와 비생장기 공간 분포 구분

해석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2.5m의 고해상도 SPOT 이미지를 사용하여
30m 해상도의 TM 이미지에서 얻은 결과를 보정했다. TM 이미지에 SPOT 이미
지를 중첩하여 SPOT 이미지와 TM 이미지에서 얻은 낙엽송 인공림 영역 간의 관
계를 설정하여, 보다 정확한 낙엽송 인공림 지리 및 공간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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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낙엽송 인공림과 천연림 구분

그림 10. 낙엽송 공간 정보 해석 정확도 향상

낙엽송 영급별 공간 분포 구분을 위해 4개 기간 자료(1980, 1990, 2000, 2100
년)를 중첩하였다. 이에 따라 1, 2, 3, 4영급으로 구분하였다. 30m 해상도의 DEM
데이터에서 낙엽송 조림지의 고도, 경사, 위치 등 입지 환경 자료를 도출했다 또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낙엽송 조림지의 기능(목재 생산, 보호 등)을 분류하였다. 토
양 침식 기준에 따라 경사도를 3개(I : <5°, II : 5°~25° III : >25°)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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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낙엽송 조림지 현장조사
2015년 대규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8,883개 위치를 GPS로 기록, 384개
샘플링(30m×30m), 생장추를 이용한 임령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위 원격 기반
자료를 검증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림 11. 낙엽송 임분 조사

1.4.3. 낙엽송 조림지 임목축적 및 탄소저장량 측정
낙엽송 조림지의 임목축적은 원격탐사와 현장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탄소저
장량은 위 취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오매스 확장 계수를 사용하였다. 광학원
격탐사로 바이오매스, 수관 등을 조사하였으며,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임분 구조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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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낙엽송 조림지 임목축적 및 탄소저장량 측정

그림 13. 5개 지역별 낙엽송 조림지 임목축적 모델식

그림 14. 현장 조사 자료 기반 임목축적 회귀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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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송 조림지 임목축적 추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5개 지역별 모델식을 활용
하였다. 지역별 현장 조건에 따라 임목축적을 분류하였으며, 모델 검정을 위해 현
장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한, 현장 조사 데이터 기반 수간 재적으로 회귀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모델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낙엽송 조림지 임목축적과 바이오매스 확장 계수를 활용하여 탄소 저장량을 추
정하였다.

※ 바이오매스 확장 계수(BEF, biomass expansion factor) = a + b / x

그림 15. 낙엽송 조림지 탄소 저장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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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요 결과

1.5.1. 중국 동북부 지역의 낙엽송 산림 현황
낙엽송 임분의 총면적은 261만ha이며, 주로 산간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지
만, Sanjiang 및 Liaohe 지역은 평야에도 분포하였다(정확도 86.4%).

그림 16. 낙엽송 임분 영급 분포

또한, 낙엽송 임분을 4단계 영급(Young-aged 49.3%, Middle-aged 28.4%,
Near-matured 14.3%, Mature: 8.0%)으로 구분하였다(정확도 87.2%). 현재 낙
엽송 임분은 향후 20~30년 동안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
지고 있다.
낙엽송 임분은 평균 해발고 504m, 최대 경사 35˚, 평균 경사 12˚
사면 방향은 북서, 서 및 남서 방향이 58%, 남, 남동, 동 및 북향은 3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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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낙엽송 임분 입지 현황

그림 18. 경사별 낙엽송 임분 관리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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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경사도 5° 미만, 5°~25°, 25° 초과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낙
엽송 임분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러한 3가지 유형을 다시 영급
등의 인자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목재 생산량, 탄소고정량, 종 다양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9. 낙엽송 임분 관리 유형별 영급 분포

1.5.2. 중국 동북부 지역의 낙엽송 임목축적

그림 20. 중국 동북부 지역의 낙엽송 임목축적

중국 동부북 지역의 총 임목축적은 약 224±59백만 m3이였으며, 평균 임목축
적은 약 85.1m3/ha로 도출되었다(정확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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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중국 동북부 지역의 낙엽송 임목축적별 분포

1.5.3. 중국 동북부 지역의 낙엽송 임분 탄소 저장량

그림 22. 낙엽송 임분의 탄소 저장량

위 낙엽송 임목축적 자료를 기반으로 중국 동북부 지역의 낙엽송 임분의 탄소
저장량을 추정하였다. 총 탄소 저장량은 113.0TgC이며, 평균 탄소 저장량은 약
42.9MgC/ha로 도출되었다. 이때 바이오매스 확장 계수(BEF, biomass expansion
factor)는 약 1.04(0.8~1.4)였다.
중국 동북부 지역의 임목축적은 현재 중국 총 목재 수요의 약 절반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유칼리투스와 대나무 숲과 목재 생산량 비율이 점점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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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동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보다 빠른 시간 내에 목재를 생
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목재 공급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중국
동북부 지역의 인공 조림지 관리, 목재 수확, 재조림 등의 목표와 패러다임이 변화
되고 있는 것이다.
낙엽송 임분의 탄소 저장량은 약 113TgC로 중국 동북부의 5%(면적 대비 약
1%)이다. 중국은 생태계 서비스(탄소 저장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중국의 국가
전략으로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 제시하였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
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겪었고 불행하게도 점점 더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했다. 또
한, CO2 배출량 감소 약속으로 인한 압박, 낙엽송 임분의 장기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목재 공급 및 규제 서비스의 우선순위 재검토가 필
요하며, 낙엽송 임분에 대한 다목적 관리 방안 제시, 낙엽송 임분의 탄소 저장, 수
자원 보존과 같은 생태적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
기 위해 낙엽송 임분의 낙엽송-활엽수 혼효림 유도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6

낙엽송 임분 3가지 유형별 관리 방안

1.6.1. 낙엽송 임분 유형 Ⅰ(5° 미만) 관리 방안
최우선 목표
문제점
임분 관리
잠재성

목재 생산
토양 비옥도 감소(토양 유기물층 약 33.5~42.6% 감소)
하층에 유도를 위해 다양한 임령 등급에서 각기 다른 간벌, 갱신을 수행
낙엽송-관목류 혼효림(목재 생산과 탄소 흡수원)

※ 관목류 : Lespedeza bicolor, Amorpha fruticosa, Spiraea prunifolia, S. japonica, Cornus alb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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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낙엽송 5° 미만 경사 임분 관리방안

1.6.2. 낙엽송 임분 유형 Ⅱ(5°~25°) 관리 방안
최우선 목표
문제점
임분 관리
잠재성

목재 생산, 수자원 보존, 탄소 흡수
토양 비옥도 감소, 유출수의 낮은 pH(산성화), 낮은 수자원 보존 능력
혼효 조림을 통한 낙엽송-활엽수 혼효림 유도
(larch-broadleaved mixed forests, LBMF)
낙엽송-활엽수 혼효림

낙엽송 임분에서 활엽수 종자 자원 공급이 가능할 시에는 간벌을 통한 천연갱신
을 유도하고, 종자 자원 공급이 어려울 경우는 파종 조림, 또는 조림목 식재를 실
시한다. 활엽수 종자 자원이 있으면서, 경사면 아래에 위치한 낙엽송 임분의 경우
천연갱신에 의해 낙엽송-활엽수 혼효림을 형성할 수 있다. 반대로 경사면 위에 위
치하거나 경사면 아래에 위치해도 종자 자원이 없는 경우, 낙엽송 임분 면적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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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커서 천연갱신이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은 간벌 후 인공조림 또는 직파조림
을 실시해야한다.

그림 24. 낙엽송 5°~25° 경사 임분 관리방안

1.6.3. 낙엽송 임분 유형 Ⅲ(25° 초과) 관리 방안
최우선 목표

수자원 보존, 탄소 흡수

문제점

급경사지 관리 작업 제한

임분 관리
잠재성

급경사지 낙엽송 임분 유지를 통한 낙엽송-다수종 혼효림 유도
(larch-multispecies mixed forests)
낙엽송-다수종 혼효림

※ 활엽수종 : F. rhynchophylla, A. mono, Phellodendron amurense, Cornus controversa 등
※ 관목류 : Lespedeza bicolor, Amorpha fruticosa, Spiraea prunifolia, S. japonic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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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낙엽송 25° 초과 경사 임분 관리방안

최종적으로 응용생태연구에서는 1) 낙엽송 조림지의 공간 분포와 영급 분포를
매핑하였고, 그 정보를 현장에 제공하였다. 2) 임목축적과 탄소 저장 능력을 평가
하였다. 3) 경사도 및 영급에 따른 조림 및 조림 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
였다. 4) 낙엽송-활엽수 혼효림 조성 및 관리 방안도 제시하였다. 5) 지방 정부 등
산림 현장에서 낙엽송 관련 정책 수립 및 결정 사항을 위한 과학적 정보와 현장 기
술자 대상 지침을 제공하였다.
중국 동북부 지역은 낙엽송 산림이 모두라 판단해도 된다. 이러한 이유로 낙엽
송 한 수종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고위
도 지역으로 기후변화, 온난화 등에 따른 양묘장 및 조림지에서의 묘목 고사 등에
대한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즉, 양묘부터 조림 후 활착까지 우리나
라의 기후변화 등에 의한 문제점이 중국에는 없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낙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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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림에 대한 문제점 해결과 함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산림의 기능 향상, 산림 생
태계 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유사한 부분
도 많지만, 초기 조림 부분에 문제점은 중국에서는 없었다.
그러나 낙엽송 재조림에 따른 토양 생산성 회복 등의 문제점은 우리나라와 중국
연구 결과가 유사하고 원인 분석도 같은 결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는 연구과정은 우리나라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자원량 분석, 문제점 분석, 관
리 유형 구분, 관리 방안 제시 등 낙엽송 조림에 따른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구축이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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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송 조림지, 양묘장, 채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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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낙엽송 조림지, 양묘장, 채종원

낙엽송 조림지

중국은 사유림 제도가 없으며, 모든 산림은 국유림 또는 공유림(지방정부)이다.
그러나 산림을 마을 공동조합, 공기업, 사기업, 개인 등이 국가로부터 대부하여 여
러 산림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산림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소득창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2.1.1. 낙엽송 조림 일반 사항
중국 동북부 지역은 우리나라와 같은 낙엽송(Larix kaempferi)과 일반적으로
만주낙엽송(Larix olgensis)이라 불리는 잎갈나무 두 수종이 낙엽송 주요 조림 수
종이다. 일반적으로 춘기 조림을 실시하여, 추기 조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식재밀도는 2.0×2.0m 또는 2.0×1.5m 이며, 2열 부분 밀식 조림방법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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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림 후 2년 동안 연 2회 풀베기작업을 실시하고, 시비 작업은 일반적으로 하
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같이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을 실시하고, 조림 후 10년 이내 투광무
육간벌을 1회 실시하고, 생장 무육간벌을 수확 전까지 2~3회 실시한다.
중국의 낙엽송 벌기령은 40년으로, 이 때 임목축적은 80~100㎥/ha 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대부 산림은 대부분 벌기령 때 수확을 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짧은 벌기령으로 낙엽송 조림지의 생산성이 회복되지 못하는 임분 상황으로 낙엽
송 재조림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
조림 연구를 1960년대부터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유림은 80년 이상 된
임분을 벌채하라고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기후변화에 따른 낙엽송 양묘, 조림에 대한 현장에서의 문제점
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낙엽송 조림 후 고사율이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달리, 이곳은 봄철 건조피해만 발생하지 않으면, 조림 후 활착에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 동북부 지역이 우리나라보다 고위도 지역이기 때문
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심양응용생태연구소에서도 낙엽송 관련해서는 기후
변화 연구보다는 재조림에 따른 생산성 향상, 혼효림 유도, 임간재배 등의 기술개
발 연구 및 현장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2.1.2. 낙엽송 조림지(국유림)
낙엽송 20년 인공 조림지는 10년 전 투광무육간벌 후 작년에 1차 생장 무육간
벌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간벌은 3열 1식 솎아내기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간벌 된
1열에는 혼효림 유도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 맞게 들메, 가래, 단풍, 종비, 잣나무
등을 수하 식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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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비나무 수하식재>

<들메나무 수하식재>

그림 26. 낙엽송 조림지 내 수하식재

낙엽송 3년 조림지의 생존율은 대부분 90% 이상이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은 고
온, 건조, 과습 등의 문제가 고위도 지방인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는 거의 없기 때
문에 조림 후 초기 활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년 조림지는 수고가 약
3~5m이며, 2~3년 안에 투광무육간벌을 통해 생장 촉진을 실시하고, 이 간벌 후
대부분 소득창출을 위한 임간재배가 동시에 시작된다.

<낙엽송 인공 조림지(3년)>

<낙엽송 인공 조림지(5년)>

<낙엽송 인공 조림지(9년)>

그림 27. 낙엽송 인공 조림지(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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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송(Larix kaempferi) 9년 조림지(2009년 조림)는 매우 생장이 우수하였다.
수고 7~8m, 흉고직경 10cm 이상이며, 생장 촉진을 위한 시비는 따로 하지 않았
다고 한다. 이 조림지는 우리나라의 15년 이상 된 낙엽송 조림지 생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3년과 5년 조림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생장 속도를 보이지만, 9년 조림
지는 2배 이상의 생장을 나타냈다. 이러한 이유를 중국 담당자는 품종이 개량된
우수한 채종원산 종자로 생산된 묘목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3년과 5년
조림지와 같은 생장을 보이지만, 9년 조림지는 중국에서도 특별한 경우라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품종개량을 통해
낙엽송 조림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육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8. 낙엽송 인공 조림지(26년) 간벌 시험구 및 두릅 임간재배

낙엽송 26년 인공 조림지는 2017년에 20% 생장 무육간벌을 실시한 곳이다. 국
유림에서는 간벌 시 반드시 대조구(간벌 미처리구)를 같이 조성하여 간벌 효과 모
니터링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간벌 후 두릅을 수하식재하여 임간재
배를 통한 소득 창출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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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낙엽송 조림지(민간 대부)
민간 대부 낙엽송임분은 17년과 38년 낙엽송 인공조림지이다. 공유림을 대부한
민간인은 약 35ha를 관리하고 있으며, 목재 수확과 인삼 임간재배를 통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었다.
중국 동북부지역은 낙엽송 산림이 거의 모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임업이 낙엽송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낙엽송 목재 수확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 모든 인공 조림지에서는 임간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 수종으로는 인삼, 두
릅, 가시오갈피이다.

<낙엽송 인공 조림지(17년)>

<낙엽송 인공 조림지(38년)>

그림 29. 낙엽송 인공 조림지(민간 대부)

임간재배를 통해 소득창출뿐만 아니라 목재 수확 전까지의 산림관리 비용을 충당
하기 때문에 산림관리의 재원 마련으로 선순환적인 산림관리가 되고 있다. 또한,
임간재배의 생산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수광 조절(숲틈, gap)이 중요하다. 이
러한 이유로 산림 관리자는 가지치기, 간벌, 풀베기 작업 등의 조림 후 사후관리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낙엽송 가지치기는 작업자가 직접 나무에 올라가서 실
시한다고 한다. 투광무육간벌 시 ha 당 약 1,500위안(25만원)의 비용이 지출된다.
인삼 임간재배 시 처음 투광무육간벌 후 모종을 심거나 종자를 파종한 후,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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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전까지는 다시 모종 또는 종자 파종을 실시하지 않고, 자라난 인삼에서 떨어
진 종자가 다시 자라나서 인삼을 수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인삼은 천연갱신
을 위해 6~7년생을 선택적으로 수확하고, 한 뿌리 당 약 500위안(8만원), 연간
ha 당 약 15,000위안(246만원)의 소득창출이 된다고 한다.
낙엽송 조림지 벌기령은 40년이지만, 이곳의 관리자는 흉고직경이 50cm 이상
이 되면 목재를 수확할 예정이라 한다. 38년 조림지는 약 10년 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며, 이러한 벌기 순환에 의해 인삼재배도 수확 시기도 증가할 수 있
는 것이다. 또한, 이 민간 대부 산림과 달리 상층 목재는 국가 소유, 하층 임간재배
에 따른 대부만 실시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임간재배 정책도 있다.

그림 30. 낙엽송 인공 조림지(38년) 인삼 임간재배

낙엽송 목재 수확보다 임간재배에 따른 수익이 더 크다고 한다. 즉, 조림지 숲가
꾸기를 통해 잘 관리하여 임간재배에 최적 생육조건을 만들고, 이와 동시에 조림
지 목재 생산성 향상도 같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점이 작용하여 산림관리가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낙엽송 임분에서는 대부분 임간재배를 하지 않
고 있는데, 낙엽송 조림지 증가와 산채류 요구에 따라 낙엽송 임분 내 산채, 약용
작물 임간재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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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낙엽송 양묘장

중국 동북부 지역은 고위도 지역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낙엽송 양묘과정에서 기
후변화에 따른 묘목 피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
겠지만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에서는 시설비 투자와 소모성 재료에 의한 시설양묘
보다는 노지양묘를 선호한다고 한다.

그림 31. 낙엽송 노지 양묘장

낙엽송은 일반적으로 노지묘 1-1묘가 성묘로 산에 심어진다고 한다. 묘목 규격
은 근원경 6mm, 간장 40cm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그러나 노지묘 생산 방법은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 당 64본의 생육밀도로 1m 폭의 포지에서 묘목
을 생산하지만, 중국에서는 2열씩 묘목을 생산한다. 이러한 이유는 배수와 환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 설명하였다. 단위면적 당 생산량은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토양
이용이 쉬운 중국에서는 고품질의 묘목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된다. 즉, 중국 여건에 맞는 양묘 기술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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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낙엽송 채종원

칭위엔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낙엽송 채종원은 약 5ha 규모로서 칭위엔 지역
의 낙엽송 우량 종자 공급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낙엽송 채종원은 종자 수확
을 위한 채종원, 우량 품종 삽목, 접목 양묘장, 채수포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32. 칭위엔 지방정부 낙엽송 채종원

낙엽송 채종원은 낙엽송 35년생이 ha 당 255본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낙엽송 1
본 당 약 6kg의 종자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한다. 칭위엔 지역에서는 연간 총
4,000kg의 낙엽송 종자가 생산된다. 종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5~8년 주기로
결실한다. 중국 동북부 지역에도 낙엽송 종자 결실과 생산에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차 나타난다고 한다. 온도가 낙엽송 종자 결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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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엽송 조림지, 양묘장, 채종원

<낙엽송 종자 결실>

<낙엽송 품종 가계 관리>

<낙엽송 종자결실 연구>

<낙엽송 접목묘>

<낙엽송 삽목묘>

<낙엽송 채수포>

그림 33. 칭위엔 낙엽송 채종원 종자 연구

낙엽송 우수 품종 개발 및 종자 공급을 위하여 채종원에서는 수분 및 종자 결실
연구, 접목, 삽목 등 여러 연구 사업을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
채종원에서는 직접 접수를 위한 대목 생산, 접･삽목에 의한 품종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채수포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반 조림목 생산과 달리 접목과 삽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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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품종은 용기묘로 대부분 생산하고 있다.
낙엽송(Larix kaempferi)은 1963년 식재한 채종원에서 총 158가계의 품종이
관리되어 종자가 생산되고 있다. 종자는 인력이 직접 나무에 올라가서 채취한다고
한다.
채수포에서는 3수종(L. kaempferi, L. olgensis, L. gmelinii)에 대해 총 192
가계, 5,910본의 품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수포에서 접수와 삽수를 생산하여 품
종 개발 및 보급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채종원 부대시설, 장비 등의
여건은 열악하지만, 과거부터 지켜온 품종과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생장 우수, 내건성, 내한성 등 원하는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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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학원 심양응용생태연구소
(Chinese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 of Applie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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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국과학원 심양응용생태연구소

심양응용생태연구소 연혁

응용생태연구소는 1954년 임업 및 토양 연구소로 설립되어 1987년 응용생태연
구소로 개칭되었다. 2001년부터 중국과학원에서 실행하는 지식 혁신 프로젝트의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2015년 중국과학원의 주요 연구소로 선정되었다.
연구소에는 77명의 교수와 101명의 부교수를 포함하여, 총 406명의 직원이 있다.
응용생태연구소는 5개의 연구센터, 1개의 국립 공학 연구실, 1개의 국립-지역 합
동 엔지니어링 실험실, 10개의 시험림, 1개의 식물 표본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다.
응용생태연구소는 중국내 농업 및 임업의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에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림 생태 및 산림 공학, 토양 생태 및 농업 공학, 환경오
염 공학 및 환경 공학에 대한 기본적이고 전략적이며 선진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또한, 산림 생태학, 농업 생태학 및 오염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
여 중국의 생태적 복원, 환경 개선 및 식량 확보를 위한 실용적인 기술을 제공한다.

37

중국 동북부 지역의 낙엽송 임분관리 및 재조림

응용생태연구소는 33개의 중앙정부, 204개 지방 및 장관급 상을 포함하여, 주
(state), 지방(local provinces) 및 부처(ministries)로부터 230개 이상의 과학 및
기술 업적 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35,000 개의 논문을 출간했으며, 8,000 개의
학술 논문을 출판하였고, 그 중 2,813 개가 SCI의 색인을 받았다. 연구소는 514
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림 34. 응용생태연구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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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연구분야 (5개 연구센터)

3.2.1. 산림생태 및 임업 생태 공학
산림생태 및 임업 생태 공학 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Forest Ecology
and Forestry Eco-engineering)는 1) 산림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및 생산성 유
지 메커니즘, 2) 생태계 탄소, 질소 및 물 순환과 그 결합 메커니즘, 3) 토양-식물대기 연속체에서의 물과 영양소 수송 과정과 그 동역학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은 이론 개발, 생태계 서비스 홍보 및 과학적 관리에 기여한다.

그림 35. 산림생태 및 임업생태공학 연구센터 주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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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토양 생태 및 농업 환경 공학
토양 생태 및 농업 환경 공학 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Soil Ecology
and Agricultural Eco-engineering)는 1954년에 설립된 토양 연구소와 1955년
에 설립된 농화학 연구소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센터에서는 1) 경작지에서의 토양
미생물에 의한 탄소, 질소 순환의 메커니즘 및 조절 기술, 2) 토양 질소와 인의 생
화학적 변형, 토양 양분 공급 및 식물의 양분 흡수, 3) 질소와 인 비료의 효소적
흡수, 물리적 코팅 및 화학적 변형 기술 시스템 확립, 4) 토양 농업 경영 전략, 중
금속 및 살충제 오염 등의 주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36. 토양 생태 및 농업 환경 공학 연구센터 주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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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생태 오염 및 환경 공학
생태 오염 및 환경 공학 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Pollution Ecology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는 중국의 토양-식물 시스템에서 오염 생태계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최초의 연구소이다. 연구센터는 지구 생태계 및 지역 지속
가능한 개발을 주요 연구 분야로 선택하고 오염 과정의 기본 이론 및 기술적 방법,
환경 독성학, 생태학적 복원 및 오염 저감 등 환경 과학 분야의 최첨단 연구에 중
점을 두고 있다. 유독성 및 유해 오염물의 생태학적 과정 및 독성 영향, 오염 된
토양 및 수목 복원, 수질 오염 제어 및 수질 개선, 고형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이용
등이 포함된다.

그림 37. 생태 오염 및 환경 공학 연구센터 주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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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경관 생태 및 지역 계획
경관 생태 및 지역 계획 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Landscape Ecology
and Regional Planning)는 중국 최초의 경관 생태 연구 단위인 토양 경관 생태
연구실에서 발전했다.

그림 38. 경관 생태 및 지역 계획 연구센터 주요 연구

42

3. 중국과학원 심양응용생태연구소

3.2.5. 생물자원 및 생명공학
생물자원 및 생명공학 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Biological Resources
and Biotechnology)는 미생물 실험실 및 식물 자원 연구소에서 시작하였다. 연
구 활동에는 1) 생물자원 수집, 식물 진화, 분류, 응용 개발 및 자원 공유, 2) 미생
물, 곤충, 이끼, 균류 및 식물의 수집, 분류, 보존 및 관리 등이 있다.

그림 39. 생물자원 및 생명공학 연구센터 주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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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위엔 시험림

04

중국과학원 심양응용생태연구소
칭위엔 시험림

중국과학원 심양응용생태연구소는 10개 시험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칭위
엔(Qingyuan Forest Chinese Ecosystem Research Network, Qingyuan
Forest CERN) 시험림은 낙엽송 재조림, 이차림 등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시험림이다.
칭위엔 시험림은 랴오닝성 칭위엔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3년에 설립되었다. 중
국 동북부의 전형적인 온대 2차 산림 생태계 연구 대상 시험지이다. 대부분 장기
모니터링 시험연구지로 시험림은 2차 산림 생태계의 구조, 기능을 구명하고, 2차
산림이 기후 극한과 인간 활동에서 오는 교란에 반응하고 적응하는 방법을 이해하
고, 산림 생태계에서 지속 가능한 관리와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정책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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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응용생태연구소 시험림 현황

그림 41. 칭위엔 시험림 연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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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칭위엔 시험림 주요 연구

칭위엔 시험림에서는 주요 6가지 연구 시험지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조림
관련 장기 생태 모니터링 연구결과를 공유하였다.

4.1.1. 낙엽송 조림 및 이차림 연구
낙엽송 인공 조림지와 이차림에 대한 장기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최종 낙엽송
목표 임분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가지 임분 유형에 따라 토양 양분 조건과 미생물의 상관관계, 낙엽량과 부식에
따른 양분 순환, 생물종 다양성, 임분 목재 생산성, 토양 모니터링, 낙엽과 낙지 모
니터링을 통한 토양 탄소, 질소 순환, 토양 유기탄소, 암모니아, 질소, 미생물 변
화, 뿌리 동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기 모니터링 연구 결과를 통
해 낙엽송 인공 조림지와 이차림의 변화 양상과 원리를 분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
서 낙엽송 관리방안, 혼효림 유도, 재조림과 같은 조림지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우리나라도 낙엽송 등 주요 조림 수종에 대한 장기 생태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
수집과 분석, 이에 따른 조림 시업기준 마련 등이 산림생태 연구진과 조림 연구진
과의 협업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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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낙엽송 인공 조림지 및 이차림 장기 생태 모니터링 시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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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잣나무 천연갱신 연구
중국 동북부 지역은 낙엽송 다음으로 잣나무(Pinus koraiensis)가 가장 많이 분
포하고 있다. 낙엽송 조림지에 비해 약 10%의 면적이지만, 주로 천연갱신을 통해
잣나무 임분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림 43. 천연갱신 유도 연구 과정

잣나무 천연갱신 시험지에서는 치수 발생량, 생존율, 생장, 종자 생산량, 종자
이동, 확산(공간분포)과 함께 잣나무 천연갱신 시험지의 생물종다양성, 토양 특성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잣나무 천연갱신을 위한
적정 임분 구조개선 등의 기술을 제시하고, 특히, 숲틈(forest gap)에 의한 천연갱
신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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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이차림 장기 생태 모니터링 연구
이차림 유도를 위해 수종 및 임분 유형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장기 생태 모니터
링 하고 있다. 대기내 질소 침강에 다른 산림의 영향, 산소, 질소 순환, 목재 자원
량, 물 순환 및 저장, 생물종 다양성, 토양 양분 순환 등 매우 다양한 항목을 조사
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혼효림 자연 유도를 위한 숲틈(forest gap) 처리
및 이에 따른 발생 수종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44. 장기 생태 모니터링 연구

이러한 장기 생태 모니터링 연구를 위해 시험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LTE 타워, LiDAR, RS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한다. 칭위엔 시험림에는 50m의 장
기생태타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장기생태타워는 360° 모든 방향에서 기상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원격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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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온난화 연구
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에 대비하여 실외 온난화 처리 시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1m 크기의 단위 시험구를 적외선등을 이용하여 현재 지표면 50cm 위의
대기 온도를 기준으로 2℃ 상승시켜 온난화 처리를 실시하였다. 온난화 처리에 따
른 낙엽송, 황벽나무 등 4수종에 대한 생장, 생존 특성뿐만 아니라 하층식생 출현
수종, 토양 특성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온난화 대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 있다.

그림 45. 인위적 온난화 시험구

이 연구는 산림기술경영연구소의 양묘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위적 온난화 및
강수 처리 연구과 같은 원리의 연구이다. 그러나 종자 파종부터 양묘 단계의 연구
인 산림기술경영연구소와 달리 임분 단위의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 모
두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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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임간재배 및 혼농 임업 연구
중국 동북부 지역은 낙엽송 산림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낙엽송 임분에 대한
임업 소득 향상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1) 낙엽송 임분 하층에서 약용, 식용 작물
임간재배, 2) 기름 개구리(식용) 양식 등 크게 2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6. 칭위엔 시험림 혼농 임업 연구

낙엽송 임분 하층 임간재배는 인삼, 가시오갈피, 두릅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낙
엽송 대경재 생산을 위한 기간(40~80년) 동안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소
득은 낙엽송 조림지 숲가꾸기, 가지치기 등 관리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칭위엔 시험지에서는 낙엽송과 잣나무 위주의 장기 생태 모니터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와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재조림 기술 개발, 혼효림
자연 유도 기술 등 다양한 산림자원 조성･육성 기술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활용되
고 있다. 연구소 이름과 같이 생태 연구를 기본으로 이를 응용하여 변화된 산림 여
건에 맞는 조림 및 조림지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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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중국은 208백만 ha의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국토의 약 22%를 차
지하고 있음. 그 중 69백만 ha가 인공 조림지이며, 약 1/3이 중국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음. 중국 동북부 지역은 약 2백만 ha가 낙엽송 인공 조림지임.
○ 낙엽송 조림지는 양분 요구도가 높아 시간이 지날수록 토양 생산성과 양분함
량이 감소하지만, 낙엽송 임분은 적어도 60~80년 이상 시간이 지나야 적정
한 토양 양분 조건으로 회복됨.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벌기령이 짧기 때문에
토양 회복 전 다시 낙엽송 임분에 낙엽송을 재조림하여 문제가 발생함. 이러
한 이유로 1960년대부터 중국에서는 낙엽송 재조림과 이차림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음.
○ 낙엽송 임분을 4단계 영급으로 구분하고, 고도, 경사, 방위 등을 조사하여 적
정 입지 조건을 제시함. 최종적으로 경사도 5° 미만, 5°~25°, 25° 이상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낙엽송 임분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함. 또한 이
러한 3가지 유형을 다시 영급 등의 인자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별 관리방안
을 제시함.
○ 최종적으로 1) 낙엽송 조림지의 공간 분포와 영급 분포를 매핑, 그 정보를 현
장에 제공함. 2) 탄소 저장 능력을 평가함. 3) 경사도 및 영급에 따른 조림 및
조림 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함. 4) 낙엽송-활엽수 혼효림 조성 및 관
리 방안도 제시함. 5) 지방 정부 등 산림 현장에서 정책 수립 및 결정 사항을
위한 과학적 정보와 현장 기술자 대상 지침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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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사유림 제도가 없으며, 모든 산림은 국유림 또는 공유림(지방정부)임.
산림을 마을 공동조합, 공기업, 사기업, 개인 등이 국가로부터 대부하여 여러
산림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산림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 동북부 지역은 우리나라와 같은 낙엽송(Larix kaempferi)과 일반적으
로 만주낙엽송(Larix olgensis)이라 불리는 잎갈나무 두 수종이 낙엽송 주요
조림 수종임.
○ 우리나라와 달리 기후변화에 따른 낙엽송 양묘, 조림에 대한 현장에서의 문
제점이 나타나지 않음. 봄철 건조피해만 발생하지 않으면, 조림 후 활착에 큰
문제는 없음. 중국 동북부 지역이 우리나라보다 고위도 지역이기 때문이라
판단됨.
○ 낙엽송은 대부분 춘기 조림함. 식재밀도는 2.0×2.0m 또는 2.0×1.5m 이
며, 조림 후 2년 동안 연 2회 풀베기작업을 실시하고, 시비 작업은 일반적으
로 하지 않음. 조림 후 10년 이내 투광무육간벌을 1회 실시, 생장 무육간벌
(열식)을 수확 전까지 2~3회 실시함. 간벌 된 1열에는 혼효림 유도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 맞게 들메, 가래, 단풍, 종비, 잣나무 등을 수하 식재함. 또한 투
광무육간벌을 통해 조림목 생장 촉진을 실시하고, 이 간벌 후 대부분 소득창
출을 위한 임간재배가 동시에 시작됨. 중국의 낙엽송 벌기령은 40년으로 임
목축적은 약 80~100㎥/ha 임.
○ 낙엽송 민간 대부 인공 조림지에서 목재 수확과 인삼 임간재배를 통한 소득
을 창출하고 있었음. 낙엽송 목재 수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인공 조림
지에서는 임간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주 수종으로는 인삼, 두릅, 가시오갈
피임.
○ 중국 동북부 지역은 고위도 지역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낙엽송 양묘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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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기후변화에 따른 묘목 피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함. 낙엽송은 일반
적으로 노지묘 1-1묘가 성묘로 산에 심어짐.
○ 칭위엔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낙엽송 채종원은 약 5ha 규모로서 칭위엔 지
역의 낙엽송 우량 종자 공급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낙엽송 채종원은 낙
엽송 35년생이 ha 당 255본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낙엽송 1본 당 약 6ka의
종자를 수확할 수 있음. 낙엽송(Larix kaempferi)은 1963년 식재한 채종원
에서 총 158가계의 품종이 관리되어 종자가 생산되고 있음. 채수포에서는 3
수종(L. kaempferi, L. olgensis, L. gmelinii)에 대해 총 192가계, 5,910
본의 품종을 보유하고 있음.
○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 산하 심양응용생태연구소
(Institute of Applied Ecology, IAE) 기관 조직 및 임무, 낙엽송 관련 조
림, 양묘, 종자 주요 연구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 연구 정보 교류, 상호 협력
방안을 도출함.
○ 칭위엔(Qingyuan Forest Chinese Ecosystem Research Network,
Qingyuan Forest CERN) 시험림은 낙엽송 재조림, 이차림 등에 대한 연구
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심양응용생태연구소 산하 시험림임.
○ 칭위엔 시험림에서는 1) 낙엽송 인공 조림지와 이차림 장기 생태 모니터링
연구, 2) 잣나무 천연갱신 연구, 3) 이차림 유도를 위해 산림의 변화 장기 생
태 모니터링 연구, 4) 기후변화 대응 실험적 온난화 연구, 5) 임간재배 및 혼
농 임업 연구 등의 주요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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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해외 산림탄소상쇄 프로그램의 운영표준. 2012.
472. 한국나비분포변화 1938-2011. 2012.
473. 표고의 생화학적 특성. 2012.
474. 사찰건축물 보존을 위한 임업적 산림재해 관
리 방안. 2012.
475. 주요 잔디해충의 생태와 관리. 2012.
476. 외국도입수종재의 성질 및 용도. 2012.
477. 목재를 이용한 주거환경이 지구환경 및 인간
의 신체발달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2012.
478. 임목종자의 저장과 종자수명. 2012.
479. 대기오염과 수목피해. 2012.
480. 통합의학적 산림치유 프로그램 매뉴얼. 2012.
481. 산림경관자원 조사･경관계획. 2012.
482. 산림유역의 수질보전을위한 최적관리기법. 2012.
483. 우리나라의 해안방재림 실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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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복분자딸기. 2012.
485. 북한의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Ⅸ). 2012.
486.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관리 사례 –영국･독일
편-. 2012.
487.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2012.
488. 유실수 특용수 전정기술. 2012.
48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무 매뉴얼. 2012.
490. 분재 재배 및 병해충 관리. 2012.
491. 임업경제동향 2012/가을. 2012.
492.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2.
493. 산양삼 표준재배지침. 2013.
494. 원목규격 및 재적표. 2013.
495. 임업경제동향 2012/겨울. 2013.
496. 2012 산림재해백서. 2013.
497. 난대 자원화 유망수종 육성기반 조성 연구.
2013.
498. 고사리 산지 식재기술(II). 2013.
499. 일본의 목재이용촉진법 및 지역재 인증 규정.
2013.
500. 주요국의 불법목재규제법 및 산림인증 규정.
2013.
501.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3년 1호. 2013.
502. 임업경제동향 2013/봄. 2013.
503. 포플러 유전자 발현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매뉴얼. 2013.
504. 산림생명공학 Q&A 자료집. 2013.
505. 소아 환경성 질환 산림치유 프로그램 진행지
침서. 2013.
506. 임업경제동향 2013/여름. 2013.
507. 헛개나무 간기능 개선 및 숙취해소 효과. 2013.
508.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 가이드라
인. 2013.
509. 남부산림권역 곰솔 자원 및 임분관리. 2013.
510. 수목대사체 분석 및 응용. 2013.
511. 청량리 홍릉터의 역사와 의미. 2013.
512.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사방(사방-자연과의 공
존). 2013.
513. 조선시대의 산사태 및 낙석피해 기록. 2013.
514. 특용수종 음나무 및 두릅나무 재배기술. 2013
515. A List of Monocotyledonous Plants from
Jeju Island. 2013.
516. 우리나라의 해안방재림 실태 (II). 2013.
517. 한국잔디에 발생하는 병해와 잡초. 2013.
518. 방부처리목재의 경시적 야외 내후성 변화. 2013.
519. 목재 에너지림을 위한 단벌기 경영기법 : 독
일 바덴 뷰르템베르크주(州)의 사례. 2013.
520. 전과정평가를 통한 국산 원목의 수종별 온실
가스 배출량 산정. 2013.
521. 목질계 바이오에탄올의 생산기술과 공정. 2013.
522. 우리나라 근대임업(양묘, 조림)에 대한 시험
연구 자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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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산림토양진단 방법과 활용. 2013.
524. 산림수자원조사 표준 매뉴얼. 2013.
525. 산림토양 산성화 영향 모니터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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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 대경간 목구조 건축 해외사례 모음집. 2013.
530. 시민과 함께하는 인공새집 모니터링. 2013.
531. 임업경제동향 2013/가을. 2013.
532. 산림작업용 장비 및 임목수확시스템. 2013.
533. 한국 산림전통지식 현황과 발전방향. 2013.
534.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SFM)을 위한 주요국의 산림 공적개발
원조(ODA) 현황과 전략. 2014.
535. 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2014.
536.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Ⅹ). 2014.
537. 국제산불심포지엄을 통해본 산불연구 및 정책
동향. 2014.
538. 2013 산림재해백서. 2014.
539. 임업경제동향 2013/겨울. 2014.
540. 일본 지자체의 산촌진흥 및 산촌재생을 위한
추진시책과 사례. 2014.
541. 산업재산권 등록자료집(목재이용기술 100
선). 2014.
542. 산림과학 실험분석 적합화를 위한 선형 및 비
선형 모형. 2014.
543. 임도망 계획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사용자 매
뉴얼. 2014.
544. 임업경제동향 2014/봄. 2014.
545.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분석기법과 그 응용.
2014.
546. 숲속의 독버섯. 2014.
547. 임업경제성분석 프로그램 매뉴얼. 2014.
548. 산불위험지 조사 지침서. 2014.
549. 표준재배 지침서(특용수 편). 2014.
550. 임업경제동향 2014/여름. 2014.
551. 농작물재해보험을 위한 복분자딸기 표준수확
량 연구. 2014.
552. 피나무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4.
553. 유전자변형나무의 안정성평가에 관한 논의.
2014.
554.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딱정벌레 풍부도의 변화예측. 2014.
555. 수목 유래 리그난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공명 및 질량분석 자료(Ⅳ). 2014.
556. 가선집재 작업매뉴얼. 2014.
557. 천마의 생장과 기능성물질 생산. 2014.
558. 경골목조건축 표준일위대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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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토종다래 재배기술. 2014.
560. 전국단위 산림기능구분도 제작 및 경제림 육
성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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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선흘곶자왈의 역사문화자원. 2014.
566. Standard and Specification of Wood
Products. 2014.
567. 한국의 재선충속(Bursaphelenchus) 선충.
2014.
568.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산림식생 모니터
링. 2014.
569. 개화모니터링 매뉴얼. 2014.
570. 새, 홍릉숲에 머물다. 2014.
571.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토양 물리성-. 2014.
572.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토양 화학성-. 2014.
573. 자연휴양림 유지관리 매뉴얼. 2014.
574. 남부지역 주요 수종별 자원특성 및 임분관리.
2014.
575. 균근성 버섯의 기초 배양 특성. 2014.
576. 한국의 수지상균근균. 2014.
577. 주요 국가의 산림수자원 관리 정책. 2014.
578. 한국잔디유전자원. 2014.
579.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관리 사례 –북미 편-.
2014.
580. 산림의 기능별 숲가꾸기 기술. 2014.
581. 나노셀룰로오스. 2014.
582. 단기소득임산물 경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운영 체계. 2014.
583. 임업경제동향 2014/가을. 2014.
584. 국민안전과 국토보전을 위한 산사태 바로알
기. 2014.
585. 산지토사재해 표준행동지침(SOP). 2014.
586. 산채 증식기술. 2014.
587. 현지외보존 산림생명자원. 2014.
588. 나라꽃 무궁화 품종도감. 2014.
589. 세계 산림탄소 정책･시장 동향. 2015.
590. 임업경제동향(겨울).2015.
591. 2014 산림재해백서.2015.
592. 물을 키우는 숲. 2015
593.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임업기술(I). 2015.
594.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각산불 대응방
안.2015.
595. 산지은행제도 사업별 이용의향조사 및 운영방
안 연구.2015
596. 임상도의 임분고 정보 구축을 위한 고해상도
입체위성영상 분석 매뉴얼. 2015

597. 한국의 국가산림자원조사 체계 변천(1975~
2010년). 2015
598. 일본 산림의 기능과 평가. 2015
599. 한국의 산림 분야 국별협력전략(CPSF)수립.
2015
600. 코스타리카의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 2015
601. 2015년 임업경제동향 봄호. 2015
602. 기관운영전략 및 계획. 2015
603. 녹지유형별 노린재의 분포와 다양성. 2015
604. 홍릉숲 방문자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현황 파
악과 경제적 가치평가. 2015
605. 간벌과 목표 산림형. 2015
606. 임업경제동향(여름호). 2015
607. 대추나무 농작물 재해보험을 위한 표준수확
량. 2015.
608.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파리 풍부도의 변화 예측. 2015
609. 주요 용재수종 채종원의 유전간벌. 2015.
610. 수목의 유전공학. 2015
611. 옻나무의 유용물질 분리 및 구조동정. 2015.
612. 염화칼슘에 의한 주요 수종의 생장 및 생리반
응 특성. 2015.
613. 저에너지 목조주택의 시공 및 설계 가이드라
인. 2015.
614. 폐광지 및 폐채석장 복원 사례집. 2015.
615. 잔디 표준재배관리기술. 2015.
616. 관상산림자원(조겅주, 잔디)표준 생산 및 관리
기술. 2015.
617. 제6차 세계산불총회 발표 논문 분석 자료
집.2015.
618. 차량용 목조교량 사례 및 설계예제집. 2015.
619. 차량용 목조교량 요소기술 개발 및 구조성능
평가.2015.
620. 다층 목조건축 사례 및 기술동향. 2015.
621. 신개념 목질계 바이오연료, 반탄화 목재연료.
2015.
622. 바이오매스 반탄화 산업화 전망. 2015.
623. 마을숲 미래가치를 찾아서. 2015.
624. 주요 실내 사용 목재의 연소 특성. 2015.
625. 목재용 아미노계 수지 접착제. 2015.
626. 알기 쉬운 흰개미 방제 가이드북. 2015.
627. 가리왕산과 중왕산의 버섯. 2015.
628. 최근 표고재배기술. 2015.
629. 밤 수확과 저장. 2015.
630. 헝가리의 아까시나무 육성. 2015.
631. 글로벌 임목육종 현황과 미래 전략. 2015.
63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술 교본. 2015.
633. 일본의 산지토사재해 방지대책. 2015
634. 유럽의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전략. 2015
635. 튀니지 코르크참나무 숲 복원을 위한 양묘 및
조림. 2015.

67

중국 동북부 지역의 낙엽송 임분관리 및 재조림

636. 소나무･낙엽송의 천연갱신 메커니즘 및 기술
동향. 2015.
637. 목재생산을 위한 임도망 선정 기법. 2015.
638. 2014년도 국립나무병원 연차보고서. 2015.
639. 임업경제동향 2015년 가을호. 2015.
640. 임목수확시스템 및 안전작업. 2015.
64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관리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연구. 2015.
642. 전국 생활권 수목관리 실태조사. 2015.
643. 우리나라 아고산 침엽수림(Ｉ)-계방산. 2015.
644. 산림입지토양조사 필드 가이드. 2015.
645. 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2016.
646.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임업기술(Ⅱ).2016.
647.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절
지동물 풍부도와 다양성의 변화 예측.2016.
648. 산림유전자원의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
발을 위한 지구행동계획.2016.
649. 임업경제동향 2015년 겨울호.2016.
650. 골든시드 표고 재배 기술. 2016.
651. 2015 산림재해백서. 2016.
652. 신기후체제 대응 산림과학 연구 마스터플랜
(2016~2020). 2016.
653. 도서산림 특이성 분석에 따른 유형화와 생태
정보 구축 방안 연구(2차년도)2016.
654. 산림토양 산성화 모니터링 고정조사지.2016.
655. 비자나무 : 그린 오션의 희망, 6차 산업의 비
전.2016.
656. 중남미 국가별 산림분야 개발수요와 한국의
협력전략.2016.
657. 일본의 산촌활성화 및 녹색･생태관광 정책과
사례.2016.
658. 미국의 숲속야영장 제도 및 운영실태. 2016.
659. 전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현황과 전망.
2016.
660. 자유학기제 연계 산림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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