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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나무 임분의 간벌 pathway 선정을 위한 동적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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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Operations research 기법 중의 하나인 동적계획법을 이용하여 잣나무 임분의 총 수확량을 최

대로 하기 위한 간벌 pathway를 검토해 보았다. 강원도 춘천시 강촌 모델림의 잣나무 임분 III영급을 대상으로 간벌

강도를 무간벌, 30% 및 50%의 간벌 수준을 적용하였으며, 임령 35년과 55년에서 총 2회의 간벌을 가정 하였고 벌

기령을 70년으로 하였다. 임분 재적은 산림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추정된 생장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동

적계획법을 적용한 결과 총 9개의 pathway중 1차 간벌은 30%수준 그리고 2차 간벌은 50% 수준에서 시행하는 pathway

가 총 수확량을 최대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Using dynamic programming, which is one of operations research techniques, the best pathway was

chosen to maximize the total harvest volume for a Korean white pine (Pinus koraiensis) stand.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an age class III at Chuncheon National Forest, Gangwon province. That stand was assumed to apply

3 different thinning intensities of none, 30% and 50% thinnings. These thinning pathways are planned to implement

two times, of thinning at 35 age and 55 age. The final cutting (rotation age) is assumed to carry out in 70 years.

A growth function for Korean white pine stand was developed with forest inventory data, the volume was calculated

with this growth function. As a result, the best thinning pathway for this Korean white pine stand using dynamic

programming is to implement 30% at the first thinning and 50%at the second thinning.

Key words : dynamic programming, thinning pathway, growth function, Pinus koraiensis stand

서 론

산림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전쟁 직후의 ha당 임목

축적은 8 m3에 지나지 않았고 196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10 m3 정도에 불과했다. 그 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1973

년부터 1987년까지 치산녹화사업을 통하여 황폐해진 산

지를 녹화시켰으며,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산지자원

화 계획을 통해 녹화된 산지를 이용하여 산지자원화 기

반을 구축하고,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산림기본계획을

통하여 국ㆍ내외적인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산림경

영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2006년 ha당

임목축적은 82 m3으로 나타났다(산림청, 2007). 지난 60

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림은 약 10배의 성장을 나타냈다.

또한 현재 산림은 II~IV영급이 대부분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 아주 중

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각 임분의 생장 패턴과 간벌

의 강도를 예측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간벌을 실시한다

면 보다 현실적이고 목표로하는 최대의 재적수확과 우량

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본 논문은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연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통합 산림경영 시스템개발)

결과의 일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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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목재수확조절에 관한 연구는 컴퓨터를 활

용하는 경우 대부분이 선형계획법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Kilkli와 Vaisanen(1970)은 미송 임분에 대한 간벌과 벌기

령의 경제적 충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동적계획법을

적용한 바 있다. 산림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은 최적임분밀도를 결정하면서 최종 수확을 최

대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Chen 등(1980)은 최적의 간벌수준과 주벌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2단계 다목표 동적계획법을 적용하였으

며, Kao(1982)는 최적의 축적수준과 벌기령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동적계획법 모형을 적용하였다. Haight 등

(1985) 및 Anderson과 Bare(1994)는 산림경영의 최적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동적계획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Routledge(1987)은 상업적 간벌의 최적 조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적계획법을 소개 하였다. 그리고 西澤

(1987)은 삼나무 인공림의 최적간벌계획을 세우기 위해

서 동적계획법을 적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간벌문제와 관련하여 권오복 등(1993)

이 국내산 소경재 이용실태 조사연구를 수행하면서 간벌

실태 및 사례분석을 실시한 바 있고, 우종춘과 김영식

(1995)이 간벌문제 해결을 위해 동적계획법을 적용한 바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지인 강원도 춘천시 강촌 모델림의

경우 임령이 III영급이상으로 분포되어 있어 단계별 간벌

량을 최대로 하는 경로를 찾기 위해 동적계획법을 적용

하였다.

연구자료 및 방법

1. 동적계획법

동적계획법(Dynamic Programming, DP)은 연속적 의

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환적 최적화 접근법이다.

순환적 최적화 절차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선행단계로부

터 자료를 이용하여 매 단계별로 최적의사결정을 내리면

서 전체 단계에 대한 최적해(最適解)를 도출해낸다. 지금

까지 목재수확조절 문제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선

형계획법에서 최적화는 단계적으로 달성되기는 하지만

순환적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산에 의해서 달성되며 각 단

계에서의 해는 최적해가 아니라 일정한 해를 제시해 준

다. 동적계획법에서 하나의 단일단계는 선행단계와 연속

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단일단계는 그 단계의 최적해는

되지만 전체단계에 대한 최적해는 아니다.

따라서 동적계획법은 연속적으로 상호 의존된 의사결

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 등에 응용되고 있다. 동적계획법

의 계산방법은 최적화의 원리(principle of optimality)로

알려진 순환 최적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최적화의

원리란 어떤 상태의 최적의사결정 규칙은 주어진 현재의

상태 하에서 남아 있는 단계들의 최적상태의 결정이 이

전의 모든 단계에서 채택되어진 정책들에 종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 단계의 정책에 의해서만 최적화되

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다단계의 의사결정문제에서

어떤 상태의 최적정책이 어떻게 하여 이 상태에 도달되

었는가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현재의 상태에만 의존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Chen 등(1980)은 동적계획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Figure 1에서 각 인자들에 대해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n

은 1부터 N까지에 해당하고, ΔB
n-1
은 생장기간 n-1의 말

기(n의 초기)에 있어서 ha당 재적, Y
n
은 생장기간 n의 초

기에 있어서 간벌목의 ha당 재적, B
n
은 생장기간 n동안

의 ha당 재적 순생장량, R
n
은 생장기간 n의 초기에 있어

서의 총재적 등을 나타낸다.

동적계획법의 목적함수는 다음 식 (1)과 같다.

(1)

Subject to Bn = B
n-1
−Y

n
+ΔB

n 
(n = 1, 2, …, N) (2)

식 (2)는 단계별로 종속적인 순환관계를 나타낸다.

동적계획법을 이용해서 임분의 최적 주간벌량을 결정

하기 위해서 우선 어떤 시점에 있어서 그 임분의 상태에

관한 몇몇 변수들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임분

의 상태와 그 변화를 기술할 경우에 직경, 수고, 재적 등

의 인자들이 이용된다. 그렇지만 유령림을 제외하고 종

국적으로 임분의 상태와 그의 변화를 기술하는데 재적이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최정기와 최인화(1998)의 잣나

무 조림지의 임분구조 및 생장에 관한 연구 등을 보면 임

분의 ha당 단면적과 재적의 관계는 높은 상관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당 재적량을

Max R
n

n 1=

N

∑

Figure 1. Flow chart of decision making process in N stages applying dynamic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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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변수로 선택하여 총수확량(주ㆍ간벌합계)을 최대로

하는 의미에서의 최적간벌계획법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자 한다.

본 논문의 방법을 위의 Figure 2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현실 임분에서 간벌을 무간벌, 30%간벌 그리고 50%간벌

실시하여 각각 A, B, C의 재적을 산출하고 2차 간벌이

시작 될 때까지의 ha당 재적은 D, E, F로 나타낼 수 있다.

같은 패턴으로 각각의 D, E, F의 재적을 간벌하면 간벌

강도에 따라 D는 G, H, I로 나타나고, E는 J, K, L로 나

타나고, F는 M, N, O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다시 벌기령

인 70년생 임분 각각의 재적은 10년동안 생장한 재적량

을 합한 V로 표시할 수 있다. 

2. 연구대상지역

본 연구대상지는 강원도 춘천시 춘천국유림 관리소 구

역 내 강촌 모델림의 잣나무 인공림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영구표준지 15지역을 선정하여 20 m×20 m(0.04 ha)

정방향 plot을 설정하여 지황(방위, 경사, 고도) 및 임황

(임령, 흉고직경, 총수고, 지하고, 수관폭, 수관폭이 가장

넓은 지점까지의 거리 등) 등을 조사하였다. 위성사진으

로 나타낸 연구대상지 잣나무 임분의 위치는 Figure 3과

같다.

잣나무 인공림은 현재 각각 평균 III영급으로 나타났

으며, 면적은 14 ha이고 산림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

균 흉고직경은 15.9 cm, 평균 수고는 12.3 m 그리고 ha

당 재적은 197.5 m3로 나타났다(Table 1).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임분 상태에서 벌기령 70년생까

지 35년, 55년에 간벌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

한 간벌수준은 임분 상태을 고려하여 0%(무간벌), 30%,

50%의 3가지 수준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표준매뉴얼을 이용하였다

(산림청, 2005). 표준매뉴얼에서는 간벌의 시기를 잣나무

우량 대경재를 기준으로 25년, 35년, 60년으로 정하고 있

으며, 강도는 잔존본수를 기준으로 30%간벌과 50%를 사

용하고 있다. 생장방정식은 조사인자(흉고직경, 수고, 지

Figure 2. Flow chart of thinning pathway process (no thinning, 30%, 50%) by tree age.

Figure 3. Location of study area by satellite picture. 

Table 1. Forest information of the stand area.

Stand
Compartment &
Subcompartment

Area
(ha)

Age 
class

DBH
(cm)

Ht
(m)

Volume 
(m3/ha)

Pinus koraiensis 21-다 14 III 15.9 12.3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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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관장, 수관폭, 총 수관반경, 연령 등)와 가공인자

(상대직경, 상대수고, 경쟁지수, 수관장 비율 등) 등의 변

수를 이용하여 Allometric 함수식과 다중회귀를 이용한

잣나무림의 흉고단면적 생장함수 모델 InΔBa=0.238+

0.778 InDBH(흉고직경)+0.084CC(수관급)식과 InΔBa(흉

고단면적)=1.428+0.528 InHT(수고)+0.546 InRD(상대직

경) 식을 조제하여 오차제곱근(RMSE), 절대평균잔차

(MAE), 절대평균잔차퍼센트(MA%E), 적합도지수(FI) 등

의 오차검증을 실시하여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InΔBa=0.238+0.778 InDBH+0.084 CC 생장 함수 모델이

상대적으로 오차가 적기 때문에 이용하였고, 임령별 재

적산출을 위한 수고는 임분수확표(임목자원평가프로그램)

의 임령별 수고 값을 참조하였다. 

Figure 2의 진행순서에 따라 생장방정식을 이용하여 35

년생, 55년생, 70년 일때 각 간벌 강도에 따른 ha당 간벌

재적과 ha당 잔존 임분 재적을 추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을 살펴보면 벌기때까지 무간벌을 할 경우 ha당

재적은 291.36 m3, 1차에서 무간벌 2차에서 30% 간벌을

할 경우 ha당 재적은 223.15 m3, 1차에서 무간벌 2차에서

50% 간벌을 할 경우 ha당 재적은 189.23 m3으로 나타났고,

1차에서 30% 간벌 2차에서 무간벌을 할 경우 ha당 재적은

297.58 m3, 1차 2차 모두 30%의 간벌을 할 경우는 ha당

재적이 220.23 m3, 1차 30% 간벌 2차 50% 간벌을 할 경

우는 ha당 재적은 184.39 m3 나타났다. 또한 1차 50% 간

벌 2차 무간벌을 할 경우 ha당 재적은 246.15 m3, 1차

50% 간벌 2차 30%간벌을 할 경우 ha당 재적은 188.37

m3, 1차 2차 모두 50%간벌을 할 경우는 142.18 m3으로 나

타났다. 간벌 한 후 벌기령에 도달 했을  때 잔존 임분의

ha당 재적은 1차 간벌에서 30%하고 2차에서는 무간벌을

할 경우 최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및 고찰

Figure 3과 Table 3의 자료를 사용하여 Figure 4와 같

은 network가 준비될 수 있다. 즉 총 수확량을 최대로 하

는 의미의 간벌 pathway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계산된 ha당 재적은 영급별 각

간벌수준별로 Figure 4와 같이 준비될 수 있으며 3가지

의 간벌계획에 의하여 최종 수확을 나타낼 수 있다. 여기

서 IV영급일 때의 ha당 재적은 225.48 m3이고 ha당 잔존

임분 재적은 간벌을 하지 않는 무간벌(0%)의 경우 225.48

m3, 30%의 간벌을 실시할 경우 재적이 157.84 m3, 50%

의 간벌을 실시할 경우에는 112.74 m3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때 30% 간벌의 경우 간벌재적은 67.64 m3이고

50%일때 간벌재적은 112.74 m3로 나타났다.

1차 간벌이 끝나고 2차 간벌이 시작 될 때까지의 재적

은 45.04 m3의 재적생장으로 무간벌은 270.52 m3, 30%의

간벌재적은 116.49 m3의 재적생장으로 274.33 m3, 50%의

간벌 재적은 105.9 m3의 재적생장으로 218.64 m3가 나타

Table 2. Validation statistics for independent variables based

on BA growth model. 

model RMSE MAE MA%E FI

A 4.44 3.58 25.41 0.41

B 5.61 4.20 27.34 0.10

※ A: InΔBa= 0.238 + 0.778 InDBH + 0.084 CC
 B: InΔBa= 1.428 + 0.528 InHT + 0.546 InRD

 RMSE: root mean square error
 MAE: mean absolute error
 MA%E: mean absolute percent error
 FI: fitness index

Table 3. Thinning and reserved stand volume (m3/ha) for 3

thinning pathways by stand age.

35 years 55 years 70 years

no thinning
 sv55
(D)

no thinning sv70

tv rsv(G)
291.36

- 270.52

tv rsv(A)

270.52

thinning 30% sv70

tv rsv(H)
223.15

81.16 189.36

- 225.48

thinning 50% sv70

tv rsv(I)
189.23

135.26 135.26

thinning 30% 
 sv55
(E)

no thinning sv70

tv rsv(J)
297.58

- 274.33

tv rsv(B)

274.33

thinning 30% sv70

tv rsv(K)
220.23

82.3 192.03

67.64 157.84

thinning 50% sv70

tv rsv(L)
184.39

137.17 137.17

thinning 50% 
 sv55
(F)

no thinning sv70

tv rsv(M)
246.15

- 218.64

tv rsv(C)

218.64

thinning 30% sv70

tv rsve(N)
188.37

65.59 153.05

112.74 112.74

thinning 50% sv70

tv rsv(O)
142.18

109.32 109.32

※ 1. thinning volume : tv(m3/ha)
 2. reserved stand volume : rsv(m3/ha)
 3. stand volume at 55 years : sv55(m3/ha)
 4. stand volume at 70 years : sv70(m3/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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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다시 반복적으로 간벌을 실시하여 각 pathway에서

남은 임분 재적은 10년 동안 생장한 재적과 합하여 각

pathway 최종 70년 벌기 재적 V가 되는 것이다.

위의 Figure 4를 바탕으로 동적계획법을 이용한 최적

간벌 pathway를 살펴보면 Figure 5와 같은 최적 간벌

pathway가 준비될 수 있으며, 동적계획법 이론의 순환방

정식에 의해서 총수확량을 최대로 하는 의미에서의 최적

주벌ㆍ간벌량이 결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적 수

확량을 최대로 하는 간벌 pathway는 다음과 같은 함수식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Vpx = Harvest volume (m3/ha) for pathway px (px=1,

2, 3, …, 9)

V35 = volume in the tree are 35 (m3/ha)

V55 = volume in the tree are 55 (m3/ha)

i = thinning intensities (none=0, 30%=0.3, 50%=0.5)

ΔVnpx= current annual increment for pathway px

(px=1, 2, 3, …, 9)

위에서 제시한 함수식(3)을 풀어보면 1차, 2차 모두 무

간벌 일때는 291.36 m3, 1차에서는 무간벌 2차에서는

30%간벌을 할 경우는 304.31 m3, 1차에서 무간벌 2차에

서 50%을 할 경우에는 324.49 m3으로 나타났으며, 1차

에서 30%간벌 2차에서 무간벌일 경우 365.22 m3, 1차, 2

차 모두 30% 간벌일 경우는 370.17 m3, 1차에서 30%간

벌 2차에서 50%간벌일 경우는 389.20 m3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에서 50%간벌 2차에서 무간벌일 경우는 358.89

m3, 1차에서 50% 간벌, 2차에서 30%간벌을 할 경우는

Vpx V55px V35 i× V55 i ΔVnpx

n 55=

70

∑+×+ +=

Figure 5. Network of optimal thinning pathway for korean white pine stand.

 Figure 4. Network of 3 thinning pathways(no thinning, 30% and 50%) by tre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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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0 m3, 1차,2차 모두 50%의 간벌일 경우에는 364.24

m3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아래 Figure 5와 같은 최적

pathway를 찾을 수 있으며 1차 간벌은 30%로하고 2차 간

벌은 50%로 할 때 389.20 m3이라는 최대의 수확량을 산

출할 수 있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간벌 강도에 대하여

총수확을 최대로하는 간벌 pathway를 수립하기 위한 방

법으로 잣나무 임분에 동적계획법을 적용하여 보았다. 아

직 우리나라에서는 산림분야에 대하여 동적계획법에 대

한 이론적 소개 및 구체적인 적용 예가 많지 않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춘천시 강촌 모델림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간벌 강도를 대상지에 적용하여 총 수확

을 최대로 하는 간벌 pathway를 찾고자 하였다.

우선 동적계획법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수학적 설명을

하였으며 논문의 전개를 위하여 조사자료의 몇가지 가정

을 설정 하였다. 즉, 연구대상지역의 잣나무임분 연령이

30년생이므로 35년에 1차간벌 55년에 2차 간벌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벌기령은 70년으로 하여 이때 주벌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하였다. 간벌 수준은 지속가능한 산

림자원관리 매뉴얼을 바탕으로 무간벌, 30%간벌, 50%간

벌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을 바

탕으로 연구한 결과 1차 간벌에서는 30% 간벌을 하고 2

차 간벌에서는 50% 간벌을 할 경우 총 수확량이 최대가

되는 간벌 pathway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실제의 현실 임

분에 접근 하기 위하여 가장 근접한 간벌 임분을 찾아 적

정 간벌 시기 및 간벌 강도를 적용하여 연구를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본 논문에서는 간벌 이후의 재적의 생장량

을 추정하기 위해 수정된 생장방정식을 활용하였으나 간

벌 전후의 현실 임분을 조사하여 정확한 생장방정식을 사

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

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적수확에 대한 부분만 고려하여 최대

수확을 위한 간벌 pathway를 찾기 위해 동적계획법이라

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을 토대로 동적계획법, 목

표계획법, 정수계획법 및 선형계획법 등 목재수확을 조

절하기 위한 기법의 비교ㆍ분석 등을 통하여 최적 간벌

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용문헌

1.국립산림과학원. 2002. 임목자원프로그램.

2.김기영. 1998. 계량의사결정론 경영문제해결의 계량적

접근-법문사. pp. 619.

3.김상종. 1995. 계량경제학-OR/MS-, 삼영사. pp. 749.

4.권오복, 한상섭, 우종춘. 1993. 국내산 소경재 이용실태

조사연구 간벌의 실태와 사례분석 삼림과학연보 제9호:

33-43.

5.산림청. 2005.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표준 매뉴얼.

pp. 289.

6.우종춘, 김영식. 1995. 최적 간벌계획을 위한 동적계획

법의 적용성 연구. 강원대학교 학술림 연구보고 제15호

: 12-22.

7.최정기, 최인화. 1998. 잣나무 조림지의 임분구조 및 생

장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측정학회지 1(2): 27-35. 

8.西澤正久. 1987. 最適間伐計劃法仁間する硏究 科學硏究

補助金 硏究成果報告書, 日本 九州大學 農學部. pp. 165.

9. Anderson, D.J. and B.B. Bare. 1994. A dynamic program-

ming algorithm for optimization of unevenaged forest

stands. Can. J For. Res. 24: 1758-1765.

10. Brodie, J.D., D.M. Anderson and C. kao. 1978. Analysis

of economic impacts in thinning and rotation for Douglas-

fir. using dynamic programming. Forest Sci., 24(4): 513-

522.

11. Chen, C.M., D.W. Rose and R.A. Leary. 1980. Deriva-

tion of optimal stand density over time-a discrete stage,

con-tinuous state dynamic programming solution. Forest

Sci,  26(2): pp. 217-227.

12. Davis, L.S., K.N. Johson, P.S. Bettinger and T.E. Howard.

2001. Forest Management. 4rd edition, Mc Graw Hill. pp.

259-455.

13. Davis, L.S. and K.N. Johson. 1987. Forest Management.

3rd edition, Mc Graw Hill.

14. De Kluyver, C.A., H.G. Daellerbach and A. G. D. Whyte.

1980. A two-stage, mul-tiple objective mathematical pro-

gram-ming approach to optimal thinning and harvesting,

Forest Sci.,  26(4): 674-686.

15. Haight, R.G., J.D. Brodie and W.G. Dahms. 1985. A

dynamic program-ming algorithm for optimization of

Lodgepole pine Management. Forest Sci., 31(2): 321-330.

16. Kao, C. 1982. Optimal stocking levels and rotation under

risk, Forest Sci., 28(4): 711-719,

17. Kilkli, P. and U. Visnen, 1970. Determination of the opti-

mum cutting policy for the forest stand by means of

dynamic programing. publica-tions of the society of For-

estry in Finland. 

18. Routledge, R.D. 1987. The impact of soil degradation on

the expected present net worth of future timber harvests.

Forest Sci., 33(4): pp. 823-834.

(2007년 11월 7일 접수; 2009년 6월 2일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