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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입목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벌채수확을 비롯하여 조림·육림 등과 관련된 많은 투입

요소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특히 임가경제조사를 통한 입목자산가치의 평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투입요소들을

지역별/수종별로 표준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따라서 좀더 효율적인 입목자산가치의 평가를 위해서는 각 투입요

소들의 조사방법 및 표준화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수종별로 표준화된 투입요소들을 이

용하여 실제로 입목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평가사례 및 연구문헌들을 토대로 투입요소들의 표준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

시하고, 표준화된 투입요소를 이용하여 실제로 입목자산을 평가하는 세부적인 업무내용 및 절차 등을 분석하였

다. 분석된 결과들은 네 단계의 자료유형, 즉 시스템 흐름도(system flow chart), 프로세스 흐름도(process flow

chart), 상세 흐름도(detail flow chart), 스키머 데이터(skimmer data)의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입목자산가치 평가표’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EnVAST)을 개발하여 임가경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bstract: For forest valuation, various input data were generally required: for example, slope, timber stocks,

logging costs, hauling costs, market values of timber, afforestation costs, thinning costs, and so on.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forest valuation process, it would be helpful to guide how and where to acquire such data sets.

Moreover, to make an appraisal of timber assets through the Forestry Household Economy Survey, it would be

inevitable to use standardized input data by region or tree species. Therefore, this research intended to develop

a methodology of standardizing each input data, and to present its available data sources. Also, a guidance was

presented to explain how to control input data within the appraisal process. Then, the appraisal process were

analyzed and summarized in four types of information such as system flowchart, process flowcharts, detail

flowcharts, and skimmer data, which are essential elements in developing an appraisal software, named EnVAST

(Engine of Valuation System for Timber Assets). The software was designed to generate ‘the standard forest

valuation table’ by species and province as the final output that is applicable for the forest valuation through

the Forestry Household Economy Surve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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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치산녹화 및 산림자원화사

업으로 우리나라의 산림은 본래의 환경·생태적인 기능

을 회복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점차 증대되

고 있다. 최근에 공표된 국부통계자료(통계청 2007)에 의

하면, 입목자산의 가치는 2006년 현재 22조원으로 1997년

의 13조원보다 크게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국

부통계에서는 전국 산림의 입목축적량을 기준으로 여기

에 표준입목가격을 적용하여 입목가치를 산정하는 물량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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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임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입목자산의 실제 가치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임가경제조사를 시행하여, 임업정책

수립과 임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와 각종 임가경제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 2003년에 시범조사가 실시된 이

후, 2004년부터 매년 전국의 500개 표본임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된 결과는 임가경제통계

로 공표된다. 조사된 결과에는 임가의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한 각종 지표 및 통계들이 포함되는데, 임가

가 소유하고 있는 입목자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평가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

정이다(산림청 2005b,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임가경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임

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입목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

한 방법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국가통

계를 산출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

적인 목표이다. 이를 위해 이미 선행 연구(김영환 등

2008)를 통해 우리나라 입목자산의 평가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내부투자

수익율법(유령림, 장령림)과 시장가역산법(벌기령림)을

적용하는 평가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시된 평가안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투입요소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각각의 투입요소

들에 대한 조사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며,

특히 임가경제조사를 통한 입목자산 관련 국가통계의 산

출을 위해서는 투입요소들을 지역별/수종별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내부투자수

익율법 및 시장가역산법을 이용하여 입목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투입요소들에 대해서 가용자

료 및 표준화 기준 등을 제시하는 한편, 표준화된 투입요

소들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목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업무 내용 및 절차 등을 분석하여 이를 입목자산가치

평가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평가시

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투입요소 표준화 방법 및 기준개발

본 연구에서는 김영환 등(2008)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

라 입목자산가치 평가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

시된 내부투자수익율법 및 시장가역산법에 요구되는 모

든 투입요소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각각의 투입요소들

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방법 및 근거자료들을 제시하고자

기존의 연구 문헌 및 사례들(김세빈 등 2001, 보험개발원

2001, 석현덕 등 2001, 2003, 윤종화 등 1980, 전현선 등

1999, 주린원 등 2006)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입목자산에 대한 평가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유임산물 매각대금 사정의

현황과 투입요소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국유림관

리소들을 대상으로 2007년 9월부터 동년 11월까지 세 달

간 ‘국유임산물 매각대금사정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를 시행하였다. 조사방법은 각 국유림관리소의 실무자들

에게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는 방식을 택하였으

며, 응답율은 63%(17/27개소)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으로

는 국유임산물 매각 업무의 일반적인 현황을 비롯하여 각

투입요소들의 조사방법 및 근거자료, 실무적인 어려움 및

문제점 등이 다루어졌다. 

‘국유임산물 매각대금사정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와 기존 연구문헌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표 1과 같이

투입요소들을 구분하고 각각의 투입요소에 대해서 조사

방법 및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 벌기령 재적 및 본수 예측모델링

투입요소들 가운데 특히 벌기령의 재적 및 본수는 내부

투자수익율법과 시장가역산법에 의한 입목자산평가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투입요소이다. 벌기령

의 재적 및 본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문헌 및

사례들에서는 주로 수확표상의 수치를 이용하였는데(김

세빈 등 2001, 석현덕 등 2003, 전현선 등 1999), 수확표

상의 재적이나 본수는 고정 표준지로부터 조사된 자료를

표 1. 조사방법 및 근거자료의 유형에 따른 투입요소의 구분.

조사방법/근거자료의 유형 투입요소

관련법령 및 법규 벌기령, 산재보험료율, 조림비용

정부기관 통계 및 발표 자료 상하차기계 손료 및 운전경비, 원목가격, 이율, 육림작업 시기 및 비용

정기 간행물 기계톱가격, 노임단가, 유류단가, 운송경비

국유임산물매각대금 사정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경사도, 집재거리, 자본회수기간, 벌채 및 집재작업공정, 기계상하차공정, 원목용도
별 거래비율, 조재율, 목재/상하차기계 운송트럭 톤급 및 운송거리, 운송트럭의 목재
적재량, 기계톱 손료 및 운전경비, 기업이윤율

예측 모델링 벌기령의 재적 및 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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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작성된 전국 표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현실 임분

의 재적과 본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

의 입목자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수확표상의 재적과 본수를 보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확

표 자료(국립산림과학원, 2004)를 근거로 하여 벌기령의

재적 및 본수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다음과 같이 개발

하였다. 

  (1)

V
2

: 벌기령의 재적

S : 지위지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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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임령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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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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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임령의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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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β

1
, β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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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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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해야 할 회귀계수

 (2)

N
1

: 현재 임령의 본수

N
2

: 벌기령의 본수

A
1

: 현재 임령

A
2

: 벌기령

β
0
, β

1
, β

2
: 추정해야 할 회귀계수

수식 1은 현실 임분의 임령, 지위지수, ha당 흉고단면적

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미래 시점(벌기령)의

재적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예측식이다. 이 예측식

은 Bennett(1970)의 모형을 토대로 하였으며, 이 모형에 수

확표 상의 수치를 적용하여 수종별로 β
0
-β

4
의 회귀계수 값

을 추정하였다(표 1 참조). 한편 수식 2는 현재의 ha당 입목

본수와 임령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 시점(벌기

령)에서의 입목본수를 예측하는 식으로서, Pienaar and

Shiver(1981)의 입목고사예측모형을 이용하였다. 재적 예측

식과 마찬가지로 수확표상의 수치를 이 모형에 적용하여

수종별로 β
0
-β

2
의 회귀계수 값을 추정하였다(표 2 참조).

3. 평가업무 분석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이처럼 표준화된 투입요소들을 시장가역산법과 내부투

자수익율법에 적용하여 실제 입목자산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자료처리와 복잡한 계산과정이 요구

된다. 따라서 내부투자수익율법 및 시장가역산법의 이론적

분석을 통해, 각각의 투입요소들이 어떤 연산과정을 거쳐

야 하는지, 연산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들은 어떻게 데이

터처리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흐름도

(Flowchart) 및 스키머데이터(Skimmer Data)로 요약 정리하

였다. 정리된 흐름도 및 스키머데이터는 본 연구를 통해 최

종 결과물로 제시될 입목자산가치 평가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언

어로는 Microsoft Visual C++가 이용되었으며, Window XP

에서 설치 및 구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

결과 및 고찰

1. 투입요소 표준화 기준 및 근거자료

1) 관련 법령 및 법규

(1) 벌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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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재적 예측모델의 수종별 추정 회귀계수.

수종
회귀계수 추정치

R2

β
1

β
2

β
3

β
4

β
5

중부소나무 5.4440 -18.1690 -11.4075 1.8699 0.4590 0.98

강원소나무 6.1515 -18.1066 -29.6153 1.5149 0.3779 0.99

낙엽송 4.8414 -20.6340 -20.4808 2.4584 0.6968 0.99

잣나무 5.8717 -16.5286 -31.6409 1.7596 0.4728 0.99

리기다 4.2846 -11.6739 -27.5616 3.0451 0.8278 0.98

편백 7.2530 -24.2798 -29.0799 0.7759 0.1985 0.99

상수리나무 5.7704 -16.7145 -23.3452 1.2758 0.3381 0.99

신갈나무 5.0549 -16.3973 -16.4553 1.8965 0.5196 0.98

활엽수 4.2795 -15.9402 -15.0907 2.6939 0.7232 0.98

표 3. 본수 예측모델의 수종별 추정 회귀계수.

수종
회귀계수 추정치

β
1

β
2

β
3

중부소나무 -0.0270 0.9920 1.0038

강원소나무 -0.0416 0.9801 1.0051

낙엽송 -0.0443 0.9506 1.0051

잣나무 -0.0408 0.9627 1.0069

리기다 -0.0418 0.9809 1.0041

편백 -0.0228 0.9753 1.0145

상수리나무 -0.0243 0.9979 1.0015

신갈나무 -0.0514 0.9675 1.0015

기타활엽수 -0.0371 0.9823 1.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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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

령 제20222호) 제9조 3항에 따르면, 수종별 적정벌채시기

(기준 벌기령)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농림부령 제1534호, 이하 ‘시행규칙’이라 칭함)에서는

각 수종별로 국유림과 공·사유림을 구분하여 기준벌기

령을 제시하고 있다(표 4 참조). 

본 연구는 임가경제조사를 통한 입목자산평가를 목표

로 하므로 사유림의 벌기령을 적용해야하지만, 벌기령을

적용하여 입목자산을 평가할 경우, 이미 벌기령이 지난 노

령 임분도 벌기령 임분과 동일한 입목가치를 가지는 것으

로 평가되기 때문에, 보다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대상임령을 벌기령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수종별 표준입목평가표를 작성하기 위해 벌기

령 이상의 임령을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준벌기

령이 55년인 소나무의 경우에는 110년까지, 기준벌기령이

60년인 편백의 경우에는 130년까지로 평가대상임령을 연

장하고 있다(일본 국세청 2007). 본 연구에서는 사유림 벌

기령 대신 시행규칙에 제시된 국유림 벌기령까지 평가대

상임령을 연장하여 적용하였다. 단, 리기다소나무의 경우

에는 국유림 벌기령도 35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평가대

상임령을 50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하였다. 

(2) 산재보험료율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에 따라, 매년 산재보

험료율 및 노무비율을 사업종류별로 고시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이용하면 벌목업에 필요한 단위재적당 산재보험z

료를 쉽게 산정할 수 있다.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벌목업의 산재보험료율은 0.042, 노무비율은 벌목

재적 1입방 당 11,027원으로 제시되었다. 

(3) 조림비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

면,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산림에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조림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조림비용을 고시하고 있는데, 2007년

도 고시에서는 조림비용(3,000본/ha)이 2,871,506원으로

책정되었다.

2) 정부기관 통계 및 발표 자료

(1) 상하차기계(굴삭기) 손료 및 운전경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매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을 발표하여 굴삭기를 포함한 각종 건설 장비들의 손료

및 운전경비를 산정하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

한 기준들이 기계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하는

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

하는 ‘건설기계의 기계경비산출표’는 건설기계의 손료 및

운전경비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계별로 정

리하여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나

‘적산자료’(한국물가협회 발간)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07년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산출표’ 자

료를 이용하였다(표 5 참조).

(2) 원목가격

산림청에서는 각 지방산림청을 통해 전국의 주요목재

시장으로부터 수종별 원목가격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된 자료를 취합하여 ‘임산물시가’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표 4. 수종별 기준벌기령.

구분 소나무 잣나무
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참나무류

공·사유림 50년 60년 25년 40년 40년 50년 50년

국유림 70년 70년 35년 60년 60년 70년 70년

표 5. 상하차기계의 손료 및 운전경비 산출을 위한 계수.

기종
규격
(m3)

가격
(천원)

시간당 손료
(원)

주연료 소비량
(리터)

잡유비율
 (%)

조종원
(인/일)

조수
(인/일)

조장
(인/일)

굴삭기 0.12 33,080 6,245 3.2 21 1 0 0.2

그림 1. 국유임산물매각의 주요 대상 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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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산림청에 배포하고 있다. ‘임산물 시가’는 원목거

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13개 시장으로부터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수종별·등급별 원목가격을 고정

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한 것으로(주린원 등 2006), 원목시

장가격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자료

이다.

그런데 ‘임산물시가’는 각 수종의 원목가격을 등급별로

제시하고 있어서, 어느 경급 및 품등의 가격을 적용할 것

인지를 결정해야한다. ‘국유임산물매각대금 사정 실태파

악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매각의 대상이 되

는 입목의 대부분이 3·4 영급의 소경재인 것으로 나타났

으나(그림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최소 5영급 이상을 대

상으로 시장가역산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소경재의 가격

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표준메뉴얼’(산림청 2005a)에 의하면 사유림은 그 벌

기령을 고려할 때 우량중경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

우에 해당되므로, 중경목 2등급의 원목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표 6 참조). 

또한 ‘임산물시가’에서는 용재의 경우 입방미터(m3)당

가격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펄프재나 기타용도의 경우에

는 주로 톤당 가격으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원목가격

이 톤당 가격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입방미터당 가격으로

환산(≒톤당 가격×1.25)하였다. 

한편 편백과 삼나무의 경우에는 ‘임산물시가’에 포함되

지 않고 있으나, ‘국유임산물 매각대금 사정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역(전남, 전북, 경

남)에서 실제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따라서 앞으로 편백과 삼나무의 원목가격도 ‘임

산물시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

서는 순창제재소에서 조사된 가격(2006년 12월 조사)을

일률 적용하였다. 

(3) 이율

본 연구에서는 벌기령 미만의 임분에 대해서 은행금리

대신 내부투자수익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은행금리에 대

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벌기령림을 대상으로 적용하

는 시장가역산법에서 자금회수기간에 대한 이율적용을 위

해서 은행금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에서는 홈페이지(http://ecos.bok.or.kr/)를 통해

은행금리에 대한 월별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로부터 지난 1년간(2006년 12

월-2007년 11월)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당좌대

출 제외)를 조사하고 이를 평균한 값(연리 6.80%)을 이율

표 6. 2007년 평균 원목가격(용재의 경우 중경목 2등급 적용).

용도 시장
원목시장가격(원/m3)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 삼나무 편백 참나무류

용재

강릉
대구
안동
춘천
횡성
순창

152,000
181,000
130,000

90,833
90,833

90,600

95,833
93,917

112,500 168,750

99,917

펄프재 
및
기타
용도

원주
봉화
군산
홍천
인천
익산
삼척
태백

75,000
60,000
77,083
60,000

77,257
70,767

77,083
60,000
75,000
76,458
75,000

61,250

60,000

60,000

표 7. 육림작업 시기 및 비용.

구분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간벌 천연림보육

작업
시기

(임령)

소나무 1년 8년 15년 15년 0년

잣나무 1년 10년 15년 25년 -

낙엽송 1년 8년 - 15년 -

리기다 1년 8년 - 20년 -

삼나무 1년 15년 - 15년 -

편백 1년 15년 - 15년 -

참나무류 1년 10년 - 20년 0년

작업비용(원) 510,835 921,279 194,983 672,024 6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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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하였다.

(4) 육림작업 시기 및 비용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표준메뉴얼’(산림청 2005a)

에서는 각 수종별로 풀베기/어린나무가꾸기/가지치기/간

벌/천연림보육 등 육림작업의 시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각 육림작업의 시기를 표준화하

였다. 단, 동일 작업종에 대해서는 1회 이상 작업을 시행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회만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육림작업의 비용은 산림청에서 매년 수립하

는 ‘숲가꾸기 사업계획’에 제시된 작업종별 가격을 근거

로 하였다. 표준화된 육립작업의 시기 및 비용은 표 7와

같다.

3) 정기 간행물

(1) 기계톱가격, 유류단가, 노임단가, 운송경비

위의 투입요소들은 (사)한국물가정보에서 발간하는 ‘물

가정보’(2007년 9월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화하였

다. ‘국유임산물 매각대금 사정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

사’에 따르면 기계톱은 대개 50cc 이하의 기종을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나, 존스레드2150 기종의 가격(640,000원)

을 적용하였으며, 연료유는 무연휘발유의 가격(1,555원/리

터)을, 오일은 일반오일의 가격(48,728원/20리터)을 적용

하였다. 노임단가는 벌목부(85,581원), 보통인부(57,820원),

건설기계운전기사(80,166원), 건설기계운전조수(53,305원),

건설기계조장(80,244원)의 1일 노임단가를 조사하여 적용

하였다. 

운송경비는 목재운송과 상하차기계운송으로 구분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유임산물 매각대금 사정 실

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목재운송에는 11톤 트

럭이, 상하차기계의 운송에는 5톤 트럭이 이용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11톤과 5톤 트럭의 거리에 따른 운

송비용을 각각 조사하였다(표 8 참조).

4) ‘국유임산물 매각대금사정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

사’ 자료

(1) 자본회수기간, 벌채 및 집재작업공정, 기계톱 손료

및 운전경비, 기업이윤율

국유임산물 매각의 기본 지침이 되고 있는 ‘국유임산물

매각규칙시행요령’에 따라 표준화하였다. 자본회수기간은

매각물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국유임산물 매각대금 사정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유임산물의 건당

매각물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2개월 미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본회수기간

을 2개월로 표준화하였다. 기업이윤은 앞서 조사된 은행

금리를 월리로 환산하고 여기에 결손율(2%)과 순이윤(10%)

를 합하여 산정하였다.

(2) 경사도, 집재거리, 조재율, 원목용도별 거래비율, 기

계상하차공정, 목재/상하차기계 운송트럭 톤급 및 운송거

리, 목재운송트럭의 목재 적재량

위의 투입요소들은 그 근거자료가 미흡하거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항목들이므로 ‘국유임산물 매각대금 사

정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실제 국

유림관리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치로 표준화하였다. 경

사도, 집재거리, 조재율의 경우에는 실제 매각이 이루어질

때마다 현지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도록 ‘국유임산물

표 8. 화물자동차 운임.

거리(km)
운송비용(원)

목재운송(11톤) 상하차기계운송(5톤)

10 92,060 45,990

20 116,040 61,500

30 138,770 75,410

40 160,720 89,080

50 179,260 97,840

60 190,400 103,480

70 202,420 109,840

80 213,890 115,890

90 224,740 121,700

100 231,780 127,050

120 237,610 137,450

140 252,240 149,040

160 269,180 159,920

180 280,940 162,640

200 302,460 173,680

230 305,120 178,740

260 319,000 188,890

290 346,720 209,260

320 347,630 214,140

350 375,440 234,030

380 388,830 243,940

410 415,640 263,870

460 442,450 283,730

510 469,220 303,630 그림 2. 국유임산물매각 대상지의 집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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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규칙시행요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경사도는 15-

30o, 집재거리는 100 m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3 참조). 조재율은 설문조

사에 응답한 1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최근 1년간 조사된

수치를 수종별로 평균하여 적용하였다(표 9 참조).

앞서 원목가격은 산림청의 ‘임산물시가’를 이용하여 표

준화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 소나무와 참나무의 경우에는

용재와 펄프재의 가격을 모두 제시하고 있어서 두 수종에

대해서는 용도별 거래비율에 따라 목재가격을 결정할 필

요가 있다. ‘국유임산물 매각대금 사정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용재와 펄프재의 용도별 거래비율이

소나무는 6:4, 참나무는 4:6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비

율을 적용하여 소나무와 참나무의 원목가격 및 운송거리

를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기계상하차공정은 74 m3/1일, 목재운송트럭은

11톤에 적재량은 11.75 m3, 상하차기계의 운송트럭은 5톤,

운송거리는 20 km로 표준화하였다. 목재운송거리는 국유

림관리소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장까지의 평균거리를 수

종별/지역별로 산출하여 적용하였으며(표 10 참조), 단, 리

기다소나무, 삼나무, 편백은 각 지역 내에서 거래가 이루

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50 km를 적용하였다.

5) 벌기령 재적 및 본수 예측모델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벌기령 임분의 본

수와 축적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수확표의 수

치를 토대로 하면서도 현실 임분의 지위지수와 ha당 흉고

단면적을 고려하여 벌기령의 재적 및 본수를 예측할 수

있는 임분예측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 임분예측모델에

1-5차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전체 표본점자료를 적용하여

각각의 표본점에서의 벌기령 재적 및 본수를 예측하고 이

를 평균하여 수종별/지역별 벌기령 재적 및 본수를 산출

하였다(표 11, 12 참조).  

6) 기타

위에서 언급된 투입요소 이외에도 입목자산가치의 평

그림 3. 국유임산물매각 대상지의 경사도.

표 9. 수종별 조재율.

수종 소나무잣나무낙엽송리기다삼나무 편백 참나무류

조재율 0.82 0.84 0.86 0.83 0.88 0.88 0.75

표 10. 수종별/지역별 평균운송거리. (단위: km)

구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 삼나무 편백 참나무류

강원 99 120 120 50 - - 190

경기 177 107 107 50 - - 191

충북 133 120 120 50 - - 128

충남 146 241 241 50 - - 230

전북 142 258 258 50 50 50 219

전남 194 370 370 50 50 50 289

경북 110 197 197 50 - - 107

경남 164 318 318 50 50 50 177

표 11. 벌기령 재적 예측 결과.

구분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 삼나무 편백 참나무류 기타 활엽수

강원 267 246.6 284.3 220.4 - - 179.1 156.4

경기 213 182 251.6 210.9 - - 190.3 163.4

충북 198.9 182.1 336.3 165.6 - - 196 162.6

충남 209.5 215.2 258.6 198.9 - - 176.3 156.6

전북 215.1 176.5 279.1 201.2 255.4 279.3 165.2 165.6

전남 160.1 185 - 193.4 213.1 242.3 154.8 143.1

경북 205 164.6 180.7 195.1 - - 164.1 160.5

경남 191.3 181 - 173.4 235.2 - 15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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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위해서는 감독수당, 사무비, 막사 및 창고 신축비, 운

재로 보수비용 등이 요구되는데, 운재로 보수비용은 국비

및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하고 있으므로 제외하

고(주린원 외 2006),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벌목조재/집

재/상하차/운송비 합계의 3%를 적용하였다. 

2. 평가업무 분석 및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

1) 평가 시스템의 분석 

시장가역산법과 내부투자수익율법을 토대로 입목자산

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서 다음과 같은 단계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평가 시

스템 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평가업무들을 시스템 흐름도

(System Flowchart)의 형태로 정리하였으며(그림 4 참조),

다음으로 평가 시스템을 ‘투입요소 입력 프로세스’, ‘시장

가역산법 프로세스’, ‘내부투자수익율법 프로세스’로 구

분하여 각각의 프로세스 내에서 다루어지는 업무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여 흐름도(Process Flowchart)의 형

태로 제시하였다(그림 5, 6 참조). 평가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는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투입요소들이 어떤 연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연산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들은

어떻게 데이터처리를 해야 하는지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각 프로세스 내의 세부업무

에 대해서 투입요소들의 입력 및 연산과정 등을 분석하여

세부업무 흐름도(Detail Flowchart)로 정리하고, 또한 입출

표 12. 벌기령 본수 예측 결과.

구분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 삼나무 편백 참나무류 기타 활엽수

강원 174 317 223 476 - - 537 226

경기 266 356 221 440 - - 468 208

충북 257 338 207 421 - - 558 174

충남 331 277 118 409 - - 460 190

전북 319 335 196 466 410 336 657 176

전남 282 139 - 438 921 679 458 220

경북 278 268 223 370 - - 523 185

경남 203 311 - 338 1211 - 482 173

그림 4. 입목자산가치 평가 시스템 흐름도.

그림 5. 시장가역산법 프로세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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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되는 자료들의 유형 및 수치범위 등을 분석하여 스키머

데이터(Skimmer Data)를 작성하였다. 분석된 모든 흐름도

및 스키머데이터는 입목자산가치 평가 프로그램으로 구

현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2)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석된 흐름도 및 스키머자료 등을 토대로 입목자산

가치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코딩은

Microsoft Visual C++를 이용하였으며, 윈도우 XP 상

에서 설치 및 구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개

발된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명칭은 ‘입목자산가치 평가

프로그램’이며, 영문으로는 ‘EnVAST’(Engine of

Valuation System for Timber Assets)라고 명명하였다

(그림 7 참조).

입목자산가치 평가 프로그램은 Microsoft Access와

연동하여 프로그램의 모든 입출력자료들을 하나의 데

이터베이스 파일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다시 투입요소 DB, 연산관련 DB, 산출요소 DB

등으로 구성된다. 투입요소 DB는 매년 갱신되어야 할

투입요소들과 수년마다 한번씩 간헐적으로 갱신되어야

할 투입요소들이 저장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연산관련

DB는 각 세부 프로세스의 입·출력 값들이 저장되도

록 하였다. 또한 최종 결과물인 수종별/지역별/임령별 ‘

입목자산가치 평가표’도 산출요소 DB에 저장되도록 설

계하였다. 

3) 입목자산가치 평가표의 산출

입목자산가치 평가 프로그램은 입목자산가치를 산출하

는데 있어서 두 가지 선택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투

입요소의 입력이 완료된 상태에서 버튼 클릭 한번으로 전

체지역에 대해서 어느 한 수종의 입목자산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일괄 처리하는 것을 기본메뉴로 제공하며, 또

한 시장가역산법 프로세스와 내부투자수익율법 프로세스

그림 6. 내부투자수익율법 프로세스 흐름도.

그림 7. 입목자산가치 평가프로그램 시작화면.



우리나라 임가경제조사를 위한 입목자산가치 평가업무 프로세스 분석 283

의 세부 단계별로 연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최종 결과물로

산출되는 입목자산가치 평가표는 Microsoft Excel 파일로

저장 및 출력되도록 하였다(그림 8 참조).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내부투자수익율법 및 시장가역산법을 적

용하여 입목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다

양한 투입요소들의 표준화를 위해 기존 연구문헌 및 사례

조사를 토대로 각 투입요소들에 대한 조사 방법 및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투입요소들의 표준화 기준 및 근거

자료로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비롯하여 정부기관 통계

및 발표자료, 정기 간행물 등이 이용되었으며, 벌기령의

재적 및 본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확표를 토대로 개발

된 임분예측모델을 적용하였다. 이외에도 그 근거자료가

미흡하거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항목들의 표준화를

위해서 전국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매각

대금 사정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국유림관리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치들을 조사하여 적

용하였다.

이와 같이 표준화된 투입요소들을 시장가역산법과 내

부투자수익율법에 적용하여 실제 입목자산의 가치를 산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자료처리와 복잡한 계산과

그림 8. 입목자산가치 평가표(소나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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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스템 분석, 프로세스

분석, 세부 업무 분석 등을 통해 평가업무 전반에 대해 상

세히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목자산가

치 평가프로그램’(EnVAST)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평가 프로그램은 임령에 따른 수종별/지역별

‘입목자산가치 평가표’를 최종 결과물로 산출하게 되는데,

이 ‘입목자산가치 평가표’는 앞으로 임가경제조사를 통해

임가가 소유하고 있는 입목자산의 가치를 조사·평가하

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매년 시행되는 임

가경제조사의 특성상 투입요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

및 관리가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입목자산가치 평가표는 지역별

/수종별로 표준화된 투입요소에 의해 구해진 각 지역의 평

균적인 입목가치이므로, 특정 임분을 대상으로 보다 정확

한 평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

라서 어느 특정 임분을 대상으로 추가자료의 조사 및 입

력을 통해 해당 임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입목자산가치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후속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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