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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ssess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s on
the coniferous and broadleaf timber markets. In order to assess these impacts,
an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is developed in this paper. The substitution between imported and domestically produced timber is considered
and several scenarios regarding the changes in timber production caused by
climate changes are reflected in the model.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climate changes will result in a small decrease in the quantity of timber that
is domestically produced and relatively large increase in the equilibrium
price. These results imply that climate change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total revenue of domestic timber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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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 보고서에 따르면 19세기 이후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산화탄소, 메
탄, 질산, CFC 등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온도는 0.6∼0.74℃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
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도 10∼25cm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IPCC는 지
구온난화를 방치할 경우 자연생태계가 변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
의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배로 높아질 경우(2030년경으로 예측), 선진국들은 GDP의 1∼
3%, 개도국들은 GDP의 2∼9%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기상조건에 따라 생육이 영향을
받는 산림분야에는 그 파급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가 예측하고 있다(전
성우 외 2000, 2001, 2002; IPCC, 2007). 전성우 외(2000, 2001, 2002)에 따르면 기후변
화에 따라 백두산 산정부와 개마고원의 한대림 일부지역은 아한대림으로 변하게 되어
산림면적이 증가하고 남부지역의 온대림은 아열대림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임종환과 신준환(2005)은 우리나라에서 기온이 1℃ 상승하면 졸참나무, 서어나
무, 개서어나무의 점유율은 증가하나 잣나무와 신갈나무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2℃ 상승하는 경우는 기온상승 시작 후 150년이 지나면서 잣나무와 신갈나무는 전체
산림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김재욱과 이동근(2006)은 냉
온대림과 난온대림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아한대림은 기온상승에 따라 냉
온대림으로 변화하여 생물다양성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동근과 김
재욱(2007)은 기온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고지대에서 서식하는 고산ㆍ아고산 식생이
분포할 확률이 많이 낮아지는데, 남한지역보다는 고산지대가 많은 북한지역이 더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Lexer(2002) 등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산림의 민감도를 수정된
Gap 모델과 산림 축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강우량의 변화 없이 1°C 가깝게
기온이 상승하면 고지대에서는 활엽수종의 경쟁이 증가하여 목재수확을 위한 적합한
수종 집합이 늘어나는 반면, 저지대에 있는 독일가문비나무는 목재수확에 적합하지 않
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Andalo(2005) 등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목생장에 관한 영향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분석하였는데, 온도만 증가한다면 생장은 줄어드는 것이 확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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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온도뿐만 아니라 강우량이 증감함에 따라 생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Kellomäki(1997) 등은 기후변화에 따라 북부지역 목재생산량의 증감을 연구한
결과, 온도와 강우량에 따라 최대 30%의 이산화탄소를 농축할 수 있음을 밝히고 그로
인하여 목재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기후변화가 이와 같이 산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자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기후변화의 영향이 산림부문 특히 목재 생산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경제적
인 효과로 어떻게 귀결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기후 변
화는 특정 수종의 산림면적은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수종의 산림면적은 감소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목재시장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기후변화 시나
리오에 따른 목재 생산량의 증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
며, 또한 목재 시장의 수급 특성을 반영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시장균형
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목재 생산량 증감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것이 국내 목재 시장의 균형가격과 물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사
전적으로 추정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목재 생산량의
변화는 시장의 수급 측면에서 보면 시장 외적인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균형모형에 입각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후변화가 국내의 목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
적인 틀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수립한 다음, 기후변화 시나리
오에 따른 시장 수급에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기후변화가 국내 목재 시장 균형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가 국내 목재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산목재와 수입산 목재가 국내시장에
서 완전대체적인 상품으로 취급되는 지의 여부와 기후변화의 영향이 국산목재의 공급
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출국의 목재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수입단가 역시
상승시키는 지의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각
각의 경우에 대해서 시장균형이 어떻게 달성되고 기후변화의 영향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먼저 수급균형 모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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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목재와 국산목재가 불완전 대체관계에 있을 경우
수입목재와 국산목재가 완전대체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라면 국산목재 j에 대한 시장
의 균형은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수준에서 달성되고 이는 <그림 1>과 같이
묘사할 수 있다. <그림 1>은 수입목재와 국산목재가 완전대체관계에 있지 않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로 국산목재 수요곡선에서 국산목재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체
재 가격은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목재의 가격(그림에서 Pw)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국산
목재에 대한 균형가격과 시장 균형물량은 <그림 1>의 왼쪽 그래프와 같이 국산목재의
수요(Dj)와 국산목재에 대한 공급(Sj)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Pj, Qj)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수입목재시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소국(Small Country)으로 가정했을 경
우 세계시장 가격 (혹은 수입가격이) Pw로 주어진 경우 <그림 1>의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수입 목재에 대한 국내 수요곡선 DIj 가 수입가격인 Pw와 만나는 점에서 수입량
QI가 결정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그림 1>의 왼쪽 그래프에서 목재의 공급곡선을 Sʹj로 이동시키
는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상황에서 국산목재에 대한 균형가격과 균형물량은
(Pʹj, Qʹj)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기후변화의 영향이 국산목재의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시
장에서 수출국의 목재공급량을 감소시켜 국제 가격을 상승시킨다면 이러한 상황은
<그림 1>의 오른쪽 그래프에서 국제시장 가격 (혹은 수입가격)이 Pw에서 Pʹw로 상승
하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국산목재의 공급곡선 이동과 수입목재의 가격 상
승이 동반되는 경우 수입 목재에 대한 수요는 QIʹ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수입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국산목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여
<그림 1>의 왼쪽 그래프에서 수요곡선을 Dj에서 Dʹj로 이동시키므로 국산목재에 대한
균형가격과 균형물량은 (Pʹʹj, Qʹʹj)로 결정되는데, 이는 기후변화가 국내시장에만 영향
을 미치는 경우 (즉, (Pʹj, Qʹj))보다 가격과 균형물량이 더 높은 수준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목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국내시장에서 목재생산에서 오는 총 수입은 목재의 시장균형 가격과 시장 균형물량
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기후변화 이전의 총 수입은 Pj×Qj 로 계산할 수 있고, 기
후변화의 영향이 국내 목재 공급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목재 생산의 총수입은 Pʹj×Qʹj
로 계산되며, 국내 목재 공급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목재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국내에서의 목재 생산에서 얻는 총수입은 Pʹʹj×Qʹʹj 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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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입목재와 국산목재가 불완전 대체관계에 있는 경우 목재시장의 균형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경우에 따라 기후변화 후의 총수입 Pʹʹj×Qʹʹj 이 기후변화 전
의 총수입 Pʹj×Qʹj 보다 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 후의 총수입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곡선의 이동 폭이 어느 정도이고, 수
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산목재에 대한 수요 증가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
다고 할 수 있다.

표 1. 국산목재와 수입목재가 불완전 대체관계에 있을 경우 기후변화가 목재 시장에 미치는 효과
국내목재 공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제목재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입가격의 변화

변화 없음

Pw → P'w

국산목재 수요곡선 변화

변화 없음

Dj → D'j

국산목재 공급곡선의 변화

Sj → S'j

Sj → S'j

국산목재의 균형가격 변화

Pj → P'j

Pj → P''j

국산목재의 시장균형물량 변화

Qj → Q'j

Qj → Q''j

Pj×Qj → P'j×Q'j

Pj×Qj → P''j×Q''j

변화 없음

QI → QI'

국산목재에 대한 총 수입(revenue)의 변화
수입목재 수요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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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목재와 국산목재가 완전 대체재인 경우
수입목재와 국산목재가 완전대체관계에 있다면(즉, 동일한 상품으로 간주된다면) 목
재 j에 대한 시장의 균형은 <그림 2>로 묘사가 가능하다. 수입목재와 국산목재가 완전
대체관계에 있고 우리나라가 소국이라면, 국제가격 (수입가격) Pw로 해외에서 원하는
만큼의 수입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시장 가격은 국산목재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가격 자체가 된다. 따라서 수입가격 Pw하에서는 국
산목재의 공급량은 Pw와 국산목재 공급곡선 Sj가 만나는 <그림 2>에서 QSj로 결정되
며, 국내시장에서 목재 전체에 대한 수요량은 수요곡선 Dj와 가격 Pw가 만나는 QDj로
결정되며, 수요량과 국산공급량의 차이인 (QDj-QSj)가 수입량이 된다.
만일 기후변화로 국산목재의 총 요소생산성이 하락한다면, 이는 <그림 2>에서 국산
목재의 공급곡선을 Sʹj로 이동시키는 효과로 나타나는데, 이 상황에서 목재에 대한 수
요량은 QDj로 변함이 없으나, 국산목재의 공급량은 Sʹj와 Pw가 만나는 QSʹj로 결정되기
때문에 수입량은 (QDj-QSʹj)이 된다.
만일 기후변화로 국산목재에 대한 총 요소생산성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
서도 목재 공급이 감소하여 수입가격이 Pw에서 Pʹw로 상승한다면, 국산목재 공급량은
Pʹw와 Sʹj가 만나는 QSʹʹj로 결정되며, 국내시장에서 목재에 대한 수요량은 Pʹw와 Dj가
만나는 QDʹʹj로 결정된다. 이때 목재 수요량은 수요량과 국산목재 공급량의 차이인
(QDʹʹj-QSʹʹj)가 된다. 국산목재와 수입목재가 완전대체관계에 있는 경우 기후변화의
영향이 목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2. 수입목재와 국산목재가 완전대체관계에 있는 경우 목재 시장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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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산목재와 수입목재가 완전대체관계에 있는 경우
국내목재 공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제목재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입가격의 변화

변화 없음

Pw → P'w

목재 수요곡선 변화

변화 없음

변화 없음

국산목재 공급곡선의 변화

Sj → S'j

Sj → S'j

국산목재의 균형가격 변화

변화 없음 (Pw)

Pw → P'w

QSj → QS'j

QSj → QS''j

변화 없음 (QDj)

QDj → QD''j

국산목재에 대한 총 수입(revenue)의 변화

Pw×QSj → Pw×QS'j

Pw×QSj → P'w×QS''j

수입목재 수요량 변화

(QDj-QSj) → (QDj-QS'j)

(QDj-QS'j) → (QD''j-QS''j)

국산목재의 공급량 변화
국내시장 목재 수요량 변화

목재 생산에서 오는 총 수입은 목재의 시장균형 가격과 시장 균형물량의 곱으로 계
산할 수 있는데, 기후변화 이전의 총 수입은 Pw×QSj 로 계산할 수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이 국내 목재 공급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목재 생산의 총수입은 Pw×QSʹj 로 계산
되며, 국내 목재 공급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목재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국내에서의 목재 생산으로부터 얻는 총수입은 Pʹw×QSʹʹj 로 계산된다.
흥미로운 점은 <그림 1>에 묘사된 상황과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 기후변화 후의
총수입 Pʹw×QSʹʹj 이 기후변화 전의 총수입 Pw×QSj보다 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
적으로 기후 변화 후의 총수입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곡선
의 이동 폭이 어느 정도이고, 수입가격 상승폭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3.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형

1. 수입목재와 국산목재가 불완전 대체관계에 있을 경우
수입목재와 국산목재가 대체관계에 있을 경우 국내목재 시장의 균형은 국산목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지는데, 먼저 목재의 공급곡선은 (1)과 같
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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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재 j의 공급곡선은 목재 j의 시장가격 (   )과 총요소생산성(   ) 및 투입요소의 가격
(  )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목재의 공급곡선을 총요소생산성의 함수로 표시
한 이유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총요소생산성을 변화시켜
목재공급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이다.1 다
음으로 목재의 수요함수는 식(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목재 j와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고  는 목재 j의 수요에 영
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이다. 식(1)과 (2)를 전미분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1ʹ)             
 


 
 
 
(2ʹ)             
 
 


식 (1ʹ)과 식 (2ʹ)를 각각   와   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1

이러한 공급곡선은 목재 j의 생산함수를         (여기서 Kj는 투입요소)로 설정
하고 시장 가격 Pj를 이용하여 이윤극대화 문제를 설정한 다음, 도출되는 1계 조건을
이용하여 최적 투입요소를 선택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용함수를 설정함으로써 유도할
수 있다. 여기서   는 노동 및 자본과 같은 개별 생산요소의 생산성에 공통으로 영향
을 미치는 기술수준 또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을 나타낸다(정운
찬, 김영식, 2009). 총 요소생산성   는 목재 생산의 기술수준이나 기후와 같은 요인들
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와 같은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는 목재 j생산에 대한 기술수준,   는 기후여건,   는 목재 j의 총
요소생산성에 미치는 기타 요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윤극대화 문제로
부터 도출되는 개별 생산자의 공급곡선은 식(1)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목재의 가격 및
생산요소 가격과 총요소생산성의 함수로 표시된다.

기후변화가 국내 목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17

 
               
 
 
 
(1ʹʹ) 


    

   

   




  

  

  




(2ʹʹ) 
 

   

   

 
 




















식 (1ʹʹ)과 식 (2ʹʹ)을 탄성치를 이용하여 재정리하면, 다음 식 (3)과 (4)를 얻을 수 있다.
(3)               

(4)          
       

여기서   ,   ,    ,   ,   ,   및  는 각각 해당변수의 변화율로써
      
 
   
,
,
, , 
,  및  를 나타낸다. 또한  ,   ,  은 각







 




  
       
,
, 
을 나타내며,   ,  
변수의 공급에 대한 탄성치로써  
 ,
    
  
  
 
   
      

는
각
변수의
수요에
대한
탄성치로써
,


  ,   를 나타
  
        

낸다. 시장 균형에서는 수요의 변화율과 공급의 변화율이 같아지게 되므로 식 (5)가
추가되어 식 (3) 및 식 (4)와 함께 균형방정식을 구성하게 된다.
(5)     
균형방정식에서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내생변수는 균형물량과 균형가격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및   이며 나머지는 외생변수인데, 식 (3), (4) 및 식(5)를 행렬
식 형태로 표현하여 정리하면 내생변수의 변화율을 다음과 같이 식(6)을 통해 구할 수
있다.

            





(6)
     






 



  


   

 





식 (6)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로 일차적으로 나타날 것이
며, 기후변화가 국제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수요함수에서 대체재 가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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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이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2. 수입목재와 국산목재가 완전대체관계에 있는 경우
수입목재와 국산목재가 완전대체관계에 있는 경우 국내 목재 시장 구성하는 방정식
체계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식(1)과 식(2)와 같으나, <그림 2>에서 묘사된 상황과
같이 시장균형 조건은 다음과 같이 식(7)로 표시되어야 한다.
(7)        
여기서   은 목재 수입량이다. 식(1)과 식(2)를 탄성치와 변화율로 이용하여 나타낸
식 즉, 국산목재의 수요와 공급조건을 나타내는 식은 수입목재와 국산목재가 완전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인 경우에도 식(3)과 식(4)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나, 시장 균형을 나타
내는 조건을 탄성치와 변화율로 나타내려면 식(7)을 전미분하여 도출해야 한다. 식(8)
은 식(7)을 전미분하여 국내수요량   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식(8)에서   는 국내의 목재 j의 총 수요량에서 국산 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율 (share)

 
즉, 
이다.
 
(8)             
식(3), 식(4)와 식(8)로 이루어지는 균형방정식에서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내생변수
는 균형물량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및  이며 나머지는 외생변수이다.
특히 가격 변화율   는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내생변수가 아니라 외생변수인데, 그
까닭은 <그림 2>을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시장 가격은 수입가격 자체가 되기
때문에 (즉,       )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결정되기 때문
이다. 식(3), 식(4) 및 식(8)을 행렬식 형태로 표현하여 정리하면 내생변수의 변화율을
다음 식(9)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기후변화가 국내 목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19




     
           


(9)    
   
    
      


     

 









4. 목재(원목)시장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1. 영향평가를 위한 파라미터 및 시나리오
원목은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나, 활엽수와 침엽수는 가장 크게 구분되는 목재
의 종류이고 또한 활엽수 목재 상호간 그리고 침엽수 목재 상호간에는 대체관계가 매
우 큰 반면 침엽수 목재와 활엽수 목재 상호간에는 대체관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시뮬
레이션 영향 분석을 위한 원목시장은 크게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으로 구분하여 접근하
기로 한다.
시뮬레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국내산 원목과 수입산 원목의 품질 차이를 어느 정도나
고려해야 할 것인가이다. 주린원 외(2007)에서는 국산목재와 수입산 목재의 품질의 차
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 사실상 ‘완전대체관계’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수요
함수를 추정하였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우선 국내산과 수입산은 품질측면에서 크
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식 (9)에 근거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다음으로 수입산과
국내산 간의 대체 탄성치를 가정하고 식 (6)에 근거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기후변화가 수입 원목에 대한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
리적으로 판단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
를 가정하였는데, 첫 번째는 수입가격이 변화가 없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수입가격이
5%가 상승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다른 목재 수출국에
는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기후변

2

주린원 외(2007)의 연구에서는 목재시장을 크게 침엽수와 활엽수 시장으로 나누고 있
으며, 활엽수와 침엽수 제재목의 수요함수를 추정할 때 국산과 수입산을 합산하여 총
수요량을 구하고 이를 수요함수 추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국산과 수입산을 사실상 “완전대체관계”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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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영향은 산림을 대상으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침엽수 및 활엽수 원목에 대한 수요탄성치는 선행연구에서는
추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980년~2005년의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계수의 값이 탄성치를 바로 나타내도록 다음과 같이 로그(log)-로그식을 설정하여 추정
하였다.
(10) ln     ln   ln   ln        
여기서   는 일인당 침엽수 혹은 활엽수의 원목 수요량, P는 실질가격, GDP는 1인
당 실질 GDP, Value는 1인당 실질 건설업 총 생산액, D98은 외환위기의 효과를 나타
내는 더미변수로 1998년과 그 이후는 1이고 그 이전은 0, trend는 추세를 보기 위한 변
수이다. 수요함수 추정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침엽수, 활엽수의 원목 수요 각
각에 대해서 설명변수가 96%이상 회귀방정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침엽
수 원목에 대한 수요탄성치는 -0.157로 추정되었고, 활엽수 원목에 대한 수요탄성치는
-0.362로 추정되었다.

표 3. 침엽수 및 활엽수 원목의 수요함수 추정결과
추정계수

침엽수 원목 수요

활엽수 원목 수요



-2.870
(-1.571)

6.798
(1.869)*



-0.157
(-1.768)*

-0.362
(-2.433)**



0.949
(3.235)**

2.426
(4.404)***

 

0.272
(2.100)**

0.224
(0.915)

 

0.033
(3.058)***

-0.101
(-4.812)***



-0.182
(-1.864)**

0.147
(0.775)



0.9646

0.9625



주: 괄호 안은 t-값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기후변화가 원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만을 평가하기 위해 식 (9)에서 다른 외생변수
의 변화는 모두 0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영향평가에 사용된 파라미터는 <표 4>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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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린원 외 (2007)의 연구결과에서 공급탄성치를 참조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료
를 이용하여 총 목재 수요량 중에서 국내 공급량의 비중을 계산하였다.

표 4. 목재 영향 평가에 사용된 파라미터
파라미터

침엽수

활엽수



-0.157

-0.362

0.56

0.09









s(총수요 중 국산 원목의 비중)

1
0.25

1
1)

0.43

2)

주: 1) 2005년 기준임, 2) 2007년 기준임l

기온 상승에 따른 기후변화가 침엽수와 활엽수 원목의 공급곡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온 상승이 가져올 목재생산 능력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 기온상승에 따른 목재생산능력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지
에 분포하고 있는 수종 가운데 어떤 수종들이 기온상승에 따른 영향을 받고 그러한 수
종들이 현실의 입지조건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 내야 한
다.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지에 분포하는 수종 가운데 기온의 영향을 받는 일부
수종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목재생산능력 변화를 추정해 내는 일련의 과정
을 밟아서 추정하게 된다.
임목의 생장은 토양의 비옥도 조건인자, 방위ㆍ경사 등의 입지환경인자 그리고 강수
량ㆍ기온 등의 기후인자 등에 의하여 그 크기가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3개의 생장과
관련된 인자를 모두 고려한 생장함수식을 도출한 연구결과는 노의래(1983), 이동섭 외
(1986), 정주상 외(2001) 그리고 김의경 외(2005)의 연구결과가 있는데, 특히 김의경 외
(2005)의 연구에서는 연평균기온의 크기가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종은 낙엽송, 잣나
무, 리기다소나무, 해송,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 6개 수종으로 나타났다. 6개 수종 가
운데 리기다소나무는 현재 산림시업상 갱신대상 수종으로서 가까운 시기에 벌채되어
사라질 수종이며, 해송은 바닷가 근처에 주로 분포하기 때문에 생육적인 한계로 본 분
석에서는 제외시켰다. 따라서 본 분석에 사용된 수종은 침엽수로는 낙엽송과 잣나무,
활엽수는 상수리나무와 신갈나무의 4개 수종으로 국한시켰다.
기온 상승의 영향을 받는 수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생장에 영향을 받는지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림생태계의 대표가 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실제로 현지에서의
목재 잠재생산능력 변화의 크기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김의경과 김
형호(2006)가 개발한 ｢적지적수 판정 GIS 응용모델 ver.1.0｣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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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산림생태계인 난대지역, 온대남부지역, 온대중부지역, 온대북부지역에 적게는
5,429 ha에서 많게는 15,563 ha 크기의 사례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세 지역의 평
균 목재생산능력 감소율은 활엽수보다는 침엽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1도℃ 증가하면
3.0% 감소하고, 3℃ 증가하면 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대표 수종에 대한 시나리오별 목재생산능력 감소율
시나리오

침엽수림

활엽수림

1°C 증가

3.0%

2.2%

2°C 증가

5.1%

4.9%

3°C 증가

7.6%

6.1%

수종별 기온 상승에 따른 우리나라 전체의 목재생산능력의 증감을 추정하기 위해서
는 기온상승에 따라 목재생산능력에 영향을 받는 수종과 영향을 받지 않는 수종의 면
적을 우리나라 전체로 파악한 다음, 영향을 받는 면적만을 기온 상승에 따라 잠재생산
능력의 변화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목재생산능력 증감률을 최종적으로 도
출하게 된다.
임업분야의 대표적인 통계인 임업통계연보 상에 존재하는 임상별 수종 구성은 활엽
수림에 있어서 대상 수종별 면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립산림과학원 제4차 전국
산림자원조사(1996∼2005) 및 활엽수자원조사(1993∼1995)를 이용하여 상수리나무
(26.7%)와 신갈나무(22.1%) 비중을 감안하여 전체 활엽수림에 있어서 상수리나무와 신
갈나무의 면적을 이 비율로 분할하였다. 그리고 그 외의 활엽수림의 면적은 비활엽수
림면적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그런 다음 임업통계연보 상에서 활엽수로 분류할 수 있는 밤나무, 포플러의 면적을
총합산하여 총활엽수림 면적을 각 기온 상승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
로 확장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당연한 것이지만 사례지와는 달리 침엽수의 목
재생산능력 감소율이 활엽수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본 분석에 사용된
신갈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활엽수림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
고 있는 반면, 낙엽송과 잣나무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약 16%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침엽수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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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우리나라 전체 임상에 대한 기온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목재생산능력 감소율
시나리오

침엽수

활엽수

1°C 증가

0.8%

1.1%

2°C 증가

1.6%

2.4%

3°C 증가

2.4%

3.0%

따라서 기온 상승에 따른 목재생산능력의 변화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적지만 사
례지에서와 같은 크기의 최대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재 공급 변화의 시나리
오는 기온상승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변화율을 최소치로 설정하고 연구 사례지를 최대
치로 설정하였다.
표 7. 기온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목재생산능력 증감률
침엽수

활엽수

시나리오

최소
(우리나라 전체)

최대
(연구대상지 기준)

최소
(우리나라 전체)

최대
(연구대상지 기준)

1°C 증가

-0.8%

-3.0%

-1.1%

-2.2%

2°C 증가

-1.6%

-5.1%

-2.4%

-4.9%

3°C 증가

-2.4%

-7.6%

-3.0%

-6.1%

2.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1 - 수입산과 국내산이 완전대체관계에 있다고
가정할 경우
(1) 침엽수 원목
기후변화의 영향이 침엽수에 대한 수입가격을 변화시키지 않을 경우, 기온 상승으로
인한 국내 목재의 요소생산성 하락은 다음과 같이 수입물량의 증가로 귀결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기온이 1°C 증가할 경우 침엽수 원목 수입량은 0.27%~1.0% 감소할 것
으로 보이며, 기온이 2°C와 3°C 증가할 경우 원목수입량은 각각 0.53%~1.7% 및 0.8%
~2.53% 증가할 것으로 보여 침엽수 원목의 수입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침엽수 원목의 수입량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3

3

수입침엽수 원목과 국산침엽수 원목을 완전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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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산과 수입산이 완전대체관계에 있는 경우 기후변화가 침엽수 원목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 (수입가격이 변화가 없을 경우)
침엽수 수입량
1°C 증가

0.27% ~ 1.0%

2°C 증가

0.53% ~ 1.7%

3°C 증가

0.80% ~ 2.53%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입가격이 5% 상승할 경우 <표 9>와 같이 수입량뿐만 아니라
국산 침엽수의 공급량과 침엽수 원목에 대한 총수요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
다. 기온이 1°C 증가할 경우 국산 공급량은 0.2%에서 5.2%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수
입량 변화율은 -0.98~0.69%, 국산 침엽수 원목생산의 총수입 변화율은 -0.46~4.79%
사이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온이 2°C 증가할 경우 국산 침엽수 공급량은
-2.3~1.2%, 수입량 변화율은 -0.28~-1.45%, 국산 침엽수 원목생산의 총수입 변화율은
2.59~6.26% 사이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만일 기온이 3°C 증가할 경우 국산 침엽수 공
급량은 -4.8~0.4%, 수입량 변화율은 -1.18~0.55%, 국산 침엽수 원목생산의 총수입 변
화율은 -0.04~5.42% 사이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표 9. 국산과 수입산이 완전대체관계에 있는 경우 기후변화가 국내 침엽수 원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 (수입가격이 5% 상승할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
1°C 증가

2°C 증가

3°C 증가

목재 생산능력 감소
시나리오

국산 공급량
변화율

수입량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국산 침엽수
원목생산의 총수입
변화율

최소

-5.20%

0.69%

-0.79%

-0.46%

최대

-0.20%

-0.98%

-0.79%

4.79%

최소

1.20%

-1.45%

-0.79%

6.26%

최대

-2.30%

-0.28%

-0.79%

2.59%

최소

0.40%

-1.18%

-0.79%

5.42%

최대

-4.80%

0.55%

-0.79%

-0.04%

에 모형에서 수입가격은 곧 국내시장의 균형가격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수입가격의 변
화가 없다면 모형에서는 침엽수 원목의 수요량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계산되며, 또한
가격의 변화가 없다면 기온 1°C, 2°C, 3°C 상승 각각에 대해서 국내의 침엽수 생산에서
오는 총수입의 변화는 공급량의 변화와 동일하게 각각 0.8~3.0%감소, 1.6~5.1%감소,
2.4~7.6% 감소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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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분석모형이 수요는 가격에 반응하는 것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국내 침엽
수 시장에서 총 수요량 변화율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0.79%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2) 활엽수 원목
기후변화의 영향이 활엽수에 대한 수입가격을 변화시키지 않을 경우, 기온 상승으로
인한 국내 목재의 요소생산성 하락은 <표 10>의 결과와 같이 수입량을 증가시킬 것으
로 분석된다. 기온이 1°C 증가할 경우 침엽수 원목 수입량은 0.83~1.66% 증가할 것으
로 보이며, 기온이 2°C와 3°C 증가할 경우 원목수입량은 각각 1.81~3.70% 및
2.26~4.6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활엽수의 경우 침엽수보다 수입량 증가율
이 클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그 증가율은 적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4

표 10. 국산과 수입산이 완전대체관계에 있는 경우 기후변화가 활엽수 원목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
(수입가격이 변화가 없을 경우)
활엽수 수입량
1°C 증가

0.83% ～ 1.66%

2°C 증가

1.81% ～ 3.70%

3°C 증가

2.26% ～ 4.60%

기후변화가 국산 활엽수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수입가격이 5% 상승할 경우 이로 인
한 국내 활엽수 원목 시장에의 영향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침엽
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국산 활엽수 생산에서 오는 총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기온이 1°C 증가할 경우 국산 활엽수 공급량은 0.65%에서
1.75%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량 변화율은 -1.86~-2.69%, 국산 침ㆍ활엽수 원목
생산의 총수입 변화율은 3.16~4.32% 사이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온이 2°C 증가할
경우 국산 활엽수 공급량은 -1.95~-4.45%, 수입량 변화율은 -1.70~0.18%, 국산 활엽
수 원목생산의 총수입 변화율은 0.33~2.95% 사이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만일 기온이

4

수입활엽수 원목과 국산 활엽수 원목을 완전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으로 가정하였기 때
문에 가격의 변화가 없다면, 기온 1°C, 2°C, 3°C 상승 각각에 대해서 국내의 활엽수 생
산에서 오는 총수입의 변화는 공급량의 변화와 동일하게 각각 1.1~2.2% 감소, 2.4~4.9%
감소, 3.0~6.1% 감소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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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증가할 경우 국산 활엽수 공급량은 -2.55~-5.65%, 수입량 변화율은 -1.25~
1.09%, 국산 활엽수 원목생산의 총수입 변화율은 -0.93~2.32% 사이가 될 것으로 분석
된다. 또한 국내 활엽수 시장에서 총 수요량 변화율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1.81% 감소
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 11. 국산과 수입산이 완전대체관계에 있는 경우 기후변화가 국내 활엽수 원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 (수입가격이 5% 상승할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

목재 생산능력 감소
시나리오

국산 공급량
변화율

수입량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국산 활엽수
원목생산의
총수입 변화율

최소

-0.65%

-2.69%

-1.81%

4.32%

최대

-1.75%

-1.86%

-1.81%

3.16%

최소

-1.95%

-1.70%

-1.81%

2.95%

최대

-4.45%

0.18%

-1.81%

0.33%

최소

-2.55%

-1.25%

-1.81%

2.32%

최대

-5.65%

1.09%

-1.81%

-0.93%

1°C 증가

2°C 증가

3°C 증가

3.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2 - 수입산과 국내산이 불완전 대체관계에 있을
경우
수입산 원목과 국내산 원목 간에 대체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본 논문에서는 대체관계가 미미한 정도로 국내목재에 대한 수입목재가격의 대체탄
성치가 0.1인 경우, 대체관계가 보다 큰 경우로 대체탄성치 0.3의 두 가지 경우를 가정
하였다.

(1) 침엽수 원목
기후변화의 영향이 국내 침엽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수입가격이 변화가 없다면 식(6)에서        가 “0”이기 때문에
대체탄성치 (  
 )가 어떤 값을 가지든 간에 분석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
서 <표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시장의 가격과 균형물량변화는 기후변화가
국내목재에 대한 공급곡선을 이동시킨 효과에 전적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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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국내 침엽수 원목시장에서 균형물량은 모
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격은 모든 기후변화 시나
리오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균형물량 감소폭이 가격 상승폭보다 작아서
침엽수 생산에서 오는 총 수입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가격이 변화가 없다면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여하에 따라 국산 침엽수 원목생산의 총
수입은 최소 0.94%에서 최대 8.7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가격이 5% 상승하고 수입 침엽수 원목과 국산침엽수 원목의 대체관계가 미미한
경우 (대체탄성치 0.1), 기후변화가 국산 침엽수 원목의 공급량 변화율에 미치는 효과
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0.22%에서 최소 -1.27%가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국내 시장에서 침엽수 원목의 가격은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가격 상승률은 최대 11.3%에서 최소 1.81%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수
입가격이 5% 상승하고 대체탄성치가 0.1인 경우에도 수입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와 마찬가지로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침엽수 원목생산에서 오는 총 수입의 변화
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국산과 수입산이 불완전 대체관계에 있을 경우 기후변화가 국내 침엽수 원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나리오

1°C 증가
수입가격 ‘0%’ 상승

2°C 증가
3°C 증가
1°C 증가

수입가격 ‘5%’ 상승
대체탄성치=0.1

2°C 증가
3°C 증가
1°C 증가

수입가격 ‘5%’ 상승
대체탄성치=0.3

2°C 증가
3°C 증가

목재 생산능력
감소 시나리오

국산 공급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0.18%
-0.66%
-0.35%
-1.12%
-0.53%
-1.66%
0.22%
-0.27%
0.04%
-0.73%
-0.14%
-1.27%
1.00%
0.51%
0.82%
0.05%
0.65%
-0.49%

1.12%
4.18%
2.23%
7.11%
3.35%
10.60%
1.81%
4.88%
2.93%
7.81%
4.04%
11.30%
3.21%
6.28%
4.32%
9.21%
5.44%
12.69%

국산 원목
생산의 총수입
변화율
0.94%
3.50%
1.87%
5.92%
2.80%
8.76%
2.03%
4.60%
2.97%
7.03%
3.90%
9.88%
4.24%
6.82%
5.18%
9.26%
6.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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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이 5% 상승하고 국산 침엽수 원목 수요의 수입원목에 대한 대체탄성치가
0.3인 경우, 국산 침엽수 공급량은 기온이 3°C 증가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침엽수 원목에 대한 균형가격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격 상승률은 최소 3.21%에서 최대 12.69%에 이
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산 원목 생산의 총 수입변화율 역시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
에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최대 12.14%에서 최소 4.24%에 이르는 것으로 시뮬레이
션 되었다.
전반적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수입가격이 5% 상승하는 경우
공급량 감소율이 작게 나타났으며, 국산 침엽수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원목 생산의 총수입변화율 역시 수입가격이 상승할 때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탄성치가 작은 경우에 비해서 대체탄성치가 큰
경우 국산 침엽수 가격 상승률과 침엽수 생산의 총수입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시뮬레
이션 되었다.

(2) 활엽수 원목
기후변화의 영향이 국내 활엽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입가격이 변화가 없는 경우 대체탄성치는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수입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국내 활
엽수 원목시장에서 균형물량은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격은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균형물량 감소
폭이 가격 상승폭보다 작아서 활엽수 생산에서 오는 총 수입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가격이 5% 상승하고 수입 활엽수 원목과 국산 활엽수 원목의 대체관계가 미미
한 경우(대체탄성치 0.1), 기후변화가 국산 활엽수 원목의 공급량 변화율에 미치는 효
과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4.79%에서 최소 -0.78%가 될 것으로 분석된
반면, 국내 시장에서 활엽수 원목의 가격은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상승할 것으
로 분석되었는데, 가격 상승률은 최대 14.6%에서 최소 3.54%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침엽수 원목생산에서 오는 총 수입의 변화율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가격이 5% 상승하고 국산 활엽수 원목 수요의 수입원목에 대한 대체탄성치가
0.3인 경우, 국산 활엽수 공급량은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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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는데, 공급량 변화율은 최대 -4.59%에서 최소 -0.5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산 활엽수 원목에 대한 균형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격 상승률은 최
소 5.75%에서 최대 16.81%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산 원목 생산의 총 수입변화
율 역시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최대 11.46%에서 최소
5.14%에 이르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기후변화의 영향은 국내 활엽수 공급량을 감소시키지만, 가격을 보
다 큰 폭으로 상승시켜 모든 시나리오에서 국내 활엽수 생산에서 오는 총 수입을 증가
시킬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13. 국산과 수입산이 불완전 대체관계에 있을 경우 기후변화가 국내 활엽수 원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나리오

구분

1°C 증가
수입가격 0% 상승

2°C 증가
3°C 증가
1°C 증가

수입가격 5% 상승
대체탄성치=0.1

2°C 증가
3°C 증가
1°C 증가

수입가격 5% 상승
대체탄성치=0.3

2°C 증가
3°C 증가

국산
공급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국산 원목
생산의
총수입
변화율

수종별 면적구성비 감안

-0.88%

2.43%

1.53%

대표수종의 평균값

-1.76%

4.87%

3.02%

수종별 면적구성비 감안

-1.92%

5.31%

3.29%

대표수종의 평균값

-3.92%

10.84%

6.49%

수종별 면적구성비 감안

-2.40%

6.64%

4.08%

대표수종의 평균값

-4.89%

13.50%

7.95%

수종별 면적구성비 감안

-0.78%

3.54%

2.73%

대표수종의 평균값

-1.66%

5.97%

4.21%

수종별 면적구성비 감안

-1.82%

6.42%

4.48%

대표수종의 평균값

-3.82%

11.95%

7.67%

수종별 면적구성비 감안

-2.30%

7.74%

5.26%

대표수종의 평균값

-4.79%

14.60%

9.12%

수종별 면적구성비 감안

-0.58%

5.75%

5.14%

대표수종의 평균값

-1.46%

8.19%

6.60%

수종별 면적구성비 감안

-1.62%

8.63%

6.86%

대표수종의 평균값

-3.63%

14.16%

10.02%

수종별 면적구성비 감안

-2.10%

9.96%

7.64%

대표수종의 평균값

-4.59%

16.8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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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기후변화는 이미 전 지구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며,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
양한 방법을 통한 사전적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림분야에서도 기후변화가 미
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추정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기후변화가 산림식생대와 산
림면적의 변화로 어떻게 귀결되는가’에만 머무르고 그 영향이 어떠한 경제적인 파급 효
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의 목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활엽수와 침엽수 시장
으로 나누어 수입목재와의 대체관계에 대한 시나리오와 기후변화에 따른 목재생산량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사전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논문의 시뮬레이
션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원목시장에서 국산목재의 시장 공급량을 감소시키겠지
만 목재의 균형가격을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목재 생산에서 오는 총수입을 증대시킬 것
이라는 일관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
청의 정책방향에 일정한 함의를 준다. 기후변화는 원목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자 피해 보전과 같은 정책보다는 국산목재 시장이
기후변화로 축소되지 않도록 시장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
토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국산목재의 공급량이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관련
기술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목재시장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시뮬레이션하였다. 기후변화는 수종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
화가 수종별 목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평가하는 것 역시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보다 자세한 경제적 영향 평가는 향후의 과제로 돌리기로 한다. 또한 본 논문
에서는 기후변화 이외에는 다른 경제여건이 변하지 않는 상황을 기본적인 전제로 설정
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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