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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산림과학원 광릉시험림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산림기능에 따른 목표임상 조건이 산림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계획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산림의 사회·경제·생태적 요구에 따라

자연환경림, 자원생산림, 수원함양림 그리고 경관보존림으로 구성된 4개의 산림기능으로 구분하고, 각 기능에 적합한

산림시업체계표를 작성하였다. 선형계획수식모형은 Model II 기법을 적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재적생산의 극대화를 목

적함수로 그리고 비감소수확, 벌채허용면적, 계획기간말의 영급구조 및 수종선택 등의 경영방침을 제약조건에 포함

시켰다. 선형계획수식모형을 이용하여 각 경영시나리오별로 최적해를 계산하고 재적생산량, 순현재가 그리고 영급구

조 등을 비교하여 목표임상 조건이 산림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Abstract: In this study, linear programming was applied to a case study in Gwangreung Experimental Forest

of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investigating the effect of the desired future conditions on forest management.

Considering the social, economic and ecological demands of people from the forest, the forest functions were

classified into four including natural conservation, timber production, water yield and scenic conservation. The

forest land areas were divided into four-types of forest functional zones and forest management prescriptions

including the desired future conditions by the forest function type were established. The Model II linear

programming was used in optimizing the forest management planning. The model includes management policies,

as the constraints, for non-declining yield, allowable cutting area, allowable % age class distribution and

allowable % species allocation as well as the land and other accounting regimes. Maximization of timber

production was used the objective function. Based on the Model II formulations, the effects of the desired future

conditions by the forest function type on forest management planning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imber

production, net present value and stand structures over time. 

Key words : Forest management, linear programming, forest function, desired future conditions 

서 론

산림경영계획은 대상 산림에 대한 산림소유주와 사회

적 요구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구조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Davis et al,

2001). 그러나 산림은 다양한 입지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동태적 특성을 가지

고 있어 매우 복잡하다. 더욱이 산림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들도 더욱 역동적이고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Bos,

1993). 이러한 여건에 따라 기존의 목재생산 중심의 경영

계획에서 목재생산, 휴양기능 그리고 자연환경보전 기능

을 포함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

적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박은식과 정주상, 1999; Hurme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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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 지닌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기능들은

동시에 달성되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호간

에 상충되는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

간의 불합치성은 산림의 경영목적을 수립하고 산림을 이

용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Bos, 1993). 이러한 불합

치성은 산림구획을 통하여 대상 산림지역의 특성과 경영

목적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산림경영계획

을 수립할 수 있다. 산림구획은 산림지역을 특정한 목적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역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Walther, 1986), 경영목적상의 보존지역을 규정하거나 대

상지역의 경영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기위해 자주 이용

되는 경영기법이다(Haas et al., 1987).

그러나 산림구획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산림구

획이 단순히 지도와 법령상에만 명시되어 있고 실제 경영

계획에 반영되는 경우가 적은 실정이다. 산림구획이 경영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제외되는 주요한 원인으로는 재정

문제, 경영계획수립능력의 부족 그리고 경영계획 프로세

스의 복잡성 등이 있다(Sabatini et al., 2007). 

산림경영계획의 대안은 각 임분에 적용 가능한 경영옵

션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경영대안의 수는 무수

히 많기 때문에 최적화된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

한 최적화 기법들이 적용되고 있다(Pukkala and Heinonen,

2006). 그 중에서도 선형계획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법중의 하나이다

(Johnson and Scheurman, 1977). 

우리나라에서는 우종춘(1991)이 선형계획기법을 이용

하여 잣나무 임분에 대한 벌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주

상과 박은식(1993)은 선형계획을 이용하여 대단지 산림에

대한 목재생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들 모델은 재적

생산 중심의 산림경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후 경영

계획의 수립에 있어 목재생산뿐 아니라 환경적 인자들을

고려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박은식과 정주상,

1999; 원현규 외, 2006).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경영

계획 수립 시 산림구획에 따른 산림의 기능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계획기법을 적용한 경영계획 수립

에 있어 산림기능 구분에 따른 문제를 고려하기 위한 사

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과학원 광릉시험림

을 사례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산림기능별 목표에 따른

대안분석을 수행하고, 대안에 따른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

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에서는 광릉시험림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숲의 면적은 1,122 ha로 32개의 임반과 508개의 소반으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1). 이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상징적

인 생태적 보고로 알려져 있어 제반 산림경영 활동이 많

은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일반 산림에 비해 그

Figure 1. Management units of Gwangreung Experimental

Forest. 

Table 1. Forest inventory data.

Slope Total
Gentle slope

(~25o)
Middle slope

(15o~20o)
Steep slope
(20o~25o)

Very steep slope
(25o~30o)

Area(ha) 1,122 257 261 382 223

Age class Total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Area(ha) 1,122 23 23 17 51 190 29 61 154 573 1

Forest type P. densiflora P. koreansis P. rigida A. holophylla

Area(ha) 174 177 115 28

Forest type L. leptolepis Quercus Broadleaved Mixed 

Area(ha) 73 57 277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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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산림경영이 더욱 요구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2. 지황 및 임황자료

산림경영계획을 위한 자료는 산림과학원에서 2008년 수

행한 임소반별 산림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 결

과에 의한 광릉시험림 개황이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의하면 광릉시험림은 완경사지가 22.9%, 경사지

23.2%, 급경사지 34% 그리고 험준지가 19.9%를 차지하

고 있으며, 임도로부터의 접근성이 높은 1급지와 2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전체 면적의 81.4%를 차지하고 있다. 임

령분포의 경우 VII~IX영급이 전체 면적의 64.8%를 차지

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영급분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며, 임상분포는 활엽수림(23.3%) >혼효림(22.9%) >

잣나무(14.9%) > 소나무(14.7%)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3. 산림기능 구분 및 기능별 산림구획 

산림과학원 광릉시험림 현장관리 전문가팀과의 인터뷰

를 통해 광릉시험림의 제반 사회적, 환경적 및 경제적 특

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 보호, 자원생산, 수원함양 그리고

경관보존의 4가지 기능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 현장관리

전문가팀은 광릉시험림의 경영방침에 따른 기능구분을 수

행하였으며, 이 결과 완성된 Figure 2의 기능구분도를 토

대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산림기능 구분결과 자연환경지역의 면적은 295ha로 성

숙림이 91.7%차지하고 있으며, 활엽수림(45%) >혼효림

(32%) >소나무(17%)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원생산지역의 면적은 524 ha로 성숙림이 48.4%

차지하고 있으며, 잣나무(23%), 리기다(13%), 낙엽송(12%),

소나무(11%)등의 주요 경제수종이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수원함양지역의 면적은 42 ha로 성숙림이 85.7%를 차지

하며, 대부분의 지역이 혼효림(95%)으로 구성되어 있는

Figure 2. Forest functions map of Gwangreung Experimental
Forest. NC: Natural conservation; TP: Timber production;

WY: Water yield; SC: Scenic conservation

Figure 3. Species distributions by forest functions.

Table 2. Area distributions of stand development stages by forest functions (ha).

Stand development stages
Foreset functions (Area(ha))

Natural conservation Timber production Water yield Scenic conservation

Young stand 7 37 13 0

Medium-growth 17 233 81 6

Old-growth 271 253 168 36

Total 295 523 26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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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경관보전지역의 면적은 262 ha로 성숙

림이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나무(21%) >혼효림

(21%)> 활엽수림(19%)의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2, Figure 3). 

4. 산림기능별 시업체계 구성

각 산림기능에 따른 산림시업체계는 산림자원관리 표

준매뉴얼(국립산림과학원, 2005)과 산림과학원 현장관련

전문가팀과의 방문 인터뷰를 통해 각 산림기능 구획별로

목표임상(DFC:Desired future conditions)을 설정하고, 각

기능별 목표임상을 고려한 산림시업체계를 Table 3과 같

이 결정하였다. 

이 표에서 자연환경림은 천연소나무림의 유지 및 후계

림 조성을 경영목적으로 숲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숲

가꾸기 차원의 시업을 위해 해당 면적의 5%이내에서 소

군상 벌채를 실시한다. 자원생산림은 지속가능한 목재수

확을 목적으로 집약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해당 면

적의 10~20%이내의 개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수

원함양림은 수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천

근성과 심근성 수종이 혼효된 혼효림을 목표임상으로 설

정하였다. 수원함양림의 경우 해당 면적의 15%이내에서

소군상벌채를 허용하고, 경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관

보존림은 해당 면적의 10%까지 소군상벌채를 허용하도

록 하였다. 

5. 경영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는 경영계획을 수립하기위하여 임상, 임종,

산림구획, 작업난이도을 경영변수로 선정하였다. 임상은

수확표의 적용이 가능한 수종으로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 전나무, 참나무, 활엽수, 혼효림의 8개 임상그룹으

로 분류하였다. 기존 수확표의 경우 전나무 수종을 제외

하고는 VI영급 이후의 재적에 대한 정보가 없어 산림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수확표를 보완하여 사용하였으

며, 각 수종별 재적은 임목자원 평가·예측 프로그램(국

립산림과학원, 2004)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산림조사부

상의 임종을 기준으로 천연림, 인공림으로 구분하였으며,

광릉시험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연환경,

경관보전, 수원함양, 자원생산기능을 중심으로 4개의 기

능으로 산림을 구획하였다. 작업난이도는 입지환경(경사

도와 지리급)에 따른 할증율을 적용하여 고, 중, 저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6. 선형계획 수식모형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Model II 선형계획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최적해를 산출하기 위한 solver로 LINGO 9.0을 이용하였

다. 광릉시험림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계획을 수

립하기 위하여 계획기간은 100년으로 설정하고, 재적생산

의 극대화를 목적함수로 설정하였다. 그 외에 사회적·경

제적·환경적 문제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비감소수확(수

식 3, 4), 벌채허용면적(수식 6), 계획기간말의 영급구조(

수식 7) 및 수종분포(수식 8) 등을 기본적인 제약조건으로

구성하였다. 

Ma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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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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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1=

nst

∑
i 1=

nzm

∑
p 1=

npd

∑=

hvijklmnp CAijklmnp–( ) VHp–

n 1=

npd

∑
m ax=

npd

∑
l 1=

ndf

∑
k l=

nsp

∑
j 1=

nst

∑
i 1=

nzm

∑ 0=   p∀

VHp 1 α–( )– VHp 1–⋅ 0≥ p∀

VHp 1 β+( )– VHp 1–⋅ 0≤ p∀

CAijklmnp TCAijklp–

n 1=

npd

∑
m ax=

npd

∑ 0= i j k l p, , , ,∀

TCAijklp cpip– ZAi⋅ 0≤
l 1=

nsp

∑
k 1=

ndf

∑
j 1=

nst

∑ i n,∀

AAGEijklpa gaiqp ZAi⋅–

l 1=

ndf

∑
k 1=

nsp

∑
j 1=

nst

∑ 0≥ i p q, ,∀

ASPijklp g– siqk ZAi⋅ 0≥
l 1=

ndf

∑
j 1=

nst

∑ i k p, ,∀

Table 3. Allowable forest management options by forest functions.

Options Natural conservation Timber production Water Yield Scenic conservation

Desired ending 
stand structures

Natural pine 25~30% None Mixed 50~100% Mixed 40~50%

Old growth ≥ 80% None Old growth≥40% Old growth ≥ 70%

Regen. Natural regen. Plantation Plantation Natural regen.

Pruning Conifer only Conifer only Conifer only Conifer only

Cut
Age calss ≥ 8 
Group select. cut
Cut area ≤ 5%

Age calss≥6
Clear cutting
Cut area ≤ 20%

Age calss ≥ 6
Group select. cut
Cut area ≤ 15%

Age calss ≥ 6
Group select. cut
Cut area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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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수식모형에서 VHp는 p분기의 재적생산량, CAijklmnp

는 경영구역 i, 임종 j, 작업난이도 l인 지역에 수종 k를 m

분기에 조림하여 n분기에 벌채할 때 p분기의 벌채면적,

TCAijklp는 경영구역 i, 임종 j, 작업난이도 l, 수종 k인 지역

의 p분기 총 벌채면적, ZAi는 경영구역 i의 면적, AAGEijklp

는 경영구역 i, 임종 j, 작업난이도 l, 수종 k인 지역에서 영

급 q인 지역의 면적, ASPijklp는 경영구역 i, 임종 j, 작업난

이도 l인 지역에서 수종 k인 지역의 면적, hvijklmnp는 경영

구역 i, 임종 j, 작업난이도 l인 지역에 수종 k를 m분기에

조림하여 n분기에 벌채할 때 p분기의 목재량, α는 재적생

산량의 허용 감소율, β는 재적생산량의 허용 증가율, cpip

는 경영구역 i의 p분기 벌채허용 비율, gaipq는 경역구역 i

의 p분기에서 영급 q인 산림면적의 하한, gsipq 경역구역 i

의 p분기에서 수종 q인 산림면적의 하한을 의미한다. 

7. 경영대안의 구성

산림경영계획에 적용가능한 대안의 수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경영목적을 적절하게 반영

할 수 있는 대안의 개발이 중요하다(박은식과 정주상,

1999). 본 연구에서는 Table 3에 나타난 4가지 산림기능에

대한 시업체계 중 목표임상(DFC: desired future conditions)

설정의 유무에 대한 4가지 대안들(Table 4)이 궁극적으로

산림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산출함으로써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Table 4에 나타난 4가지 경영방침(management

policy)이 모두 적용되는 대안 I을 기본 시나리오로 하여

DFC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 각 대안들에

대해 보속수확(sustained yield)을 유도하기 위한 비감소수

확조건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분기별 최대수확면적조건

을 동일하게 추가 적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경영계획의 수립에 있어 영급분포와 수종선택 조건이

산림기능별 목표임상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

하여 Table 5에서와 같이 기능별 목표임상과 시나리오별

계획분기말 임상구조를 비교하였다. 시나리오 I에서는 모

든 산림기능별 목표임상이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

리오 II에서는 수원함양림과 자원생산림에서, 시나리오 III

에서는 자원환경림과 자원생산림에서 부분적으로 목표임

상을 달성하였으며, 시나리오 IV에서는 자원생산림에서

만 목표임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기능별 목표임상의 고려가 경영계획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경영시나리오별 총 재적생산량

CAijklmnp 0≥ i j k l m n p, , , , , ,∀ Table 4. Management policies for alternative forest management
scenarios.

Management
 policies 

Scenario
 I

Scenario 
II

Scenario 
III

Scenario 
IV

Planning horizon
(years)

100 100 100 100

Non-declining yield ○ ○ ○ ○

Allowable cutting area ○ ○ ○ ○

Age class distribution ○ ○ × ×

Species selection ○ × ○ ×

Table 5. Achievement of desired future conditions by scenarios.

 Natural  conservation Timber production Water Yield Scenic conservation

DFC
Natural pine 25~30%
Old growth ≥ 80%

-
Mixed 50~100%
Old growth ≥ 40%

Mixed 40~50%
Old growth ≥ 70%

Ending stand 
structures

Scenario I
Natural pine 30%
Old growth 80%

-
Mixed 95%
Old growth 68%

Mixed 48%
Old growth 70%

Scenario II
Natural pine 17%
Old growth 80%

-
Mixed 93%
Old growth 68%

Mixed 20%
Old growth 70%

Scenario III
Natural pine 30%
Old growth 80%

-
Mixed 95%
Old growth 16%

Mixed 48%
Old growth 19%

Scenario IV
Natural pine 17%
Old growth 64%

-
Mixed 93%
Old growth 16%

Mixed 20%
Old growth 14%

Table 6. Forest outcomes for solutions to four policy scenarios.

Forest outcomes 
Policy scenarios

Scenario I Scenario II Scenario III Scenario IV

Timber (1,000 m3) 301 312 347 382

NPV (1,000 won) 2,188,055 2,238,569 2,569,137 2,731,248

Ending Inventory (1,000 m3) 220 215 196 192

Opportunity cost (1,000 won) 543,193 492,679 16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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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순현재가치(NPV:net present value) 등을 비교하였다.

NPV는 Table 7에 제시된 시업 단비표와 입목가격 및 장

기임업할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국립산림과학

원, 2006; 국립산림과학원, 2008). 

Table 6에 나타난 분석결과에 따르면 각 시나리오별 제

약조건의 차이로 인해 목적함수 값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각 시나리오별 총 재적생산량을 살펴보면 최

소 약 30만 m3에서 최대 약 38만 m3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DFC 제약이 최적해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

속제약조건임을 알 수 있다. 

NPV는 시나리오 IV>III>II>I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입

목축적량(ending inventory)의 경우 시나리오 I>II>III>IV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나리오 I, II, III의

경우 산림기능별 목표임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급분포

와 수종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제약조건이 작용되

어 벌채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각 시나리오별로 산출한 NPV 투자효율성을 토대로 DFC

조건에 포함된 영급분포 혹은 수종 선택에 따른 임상분포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을 산출한 결과

가 Table 6에 나타나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영급분포 및

임상분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각 약 4.9억 원

및 1.6억 원의 기회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임상분포와 영급분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약 5.4억 원의 기회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

는 영급분포와 임상분포 조건을 개별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을 합한 액수인 6.5억 원 보다 약

20% 낮은 것으로 산출되어 두 가지 DFC 조건이 일정부

분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Figure 4은 임상을 임분발달 단계를 2영급 이하의 어린

숲, 3영급 이상 7영급 이하의 장령림 그리고 8영급 이상

의 성숙림으로 단순화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계획분기 말

의 영급구조 분포를 보여준다. 시나리오 I과 II에서는 성

숙림의 면적비율이 전체면적의 약 40%, 시나리오 III은 약

25%, 시나리오 IV는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Table 2에 제시된 영급구조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약

한 시나리오 III과 IV에서 계획분기 말 성숙림의 면적이

Table 7. The unit cost of prescription and timber product price.

Prescription Site Preparation Planting Bush control Vine control Tending Pruning

Cost (1,000￦/ha) 1,100 2,871 462 380 921 195

Species Timber products Price (1000￦/m3)

P. densiflora
small-diameter log 32

Large-diameter log 82

P. koreansis,
A. holophylla

small-diameter log 36

Large-diameter log 53

L. leptolepis
small-diameter log 36

Large-diameter log 58

P. rigida Pulp wood 9

Broadleaved, Quercus Pulp wood 11

Rate of interest = 4%

 Figure 4. Area distributions of stand development stages by scenarios at the end of planning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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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Figure 5에 나타난 시나리오별 임상분포의 변

화를 살펴보면 시나리오 I과 III에서는 소나무림과 혼효림

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잣나무와 리기다로 이루어진

침엽수 단순림의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시나리오

II와 IV에서는 초기의 임상분포가 계획분기 말에도 꾸준

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영계획 시 산림기능별 목표임상의 고

려유무가 산림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

형계획법을 적용하여 각 대안별 경영 안을 비교분석하였

다. 목적함수로는 재적생산량의 극대로 설정하였으며, 제

약조건으로는 비감소수확, 벌채허용면적, 계획기간말의

영급구조 및 수종 선택 등을 고려하였다. 

각 경영 대안들의 비교 결과 영급분포와 수종배치 문제

를 제약조건으로 반영한 시나리오 I에서만 모든 산림구획

에서의 목표임상을 달성하였으며, 시나리오 II, III 그리고

IV에서는 일부 산림구획에서만 부분적으로 목표임상이 달

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나리오의 분석결과 재적생산

량과 NPV는 IV>III>II>I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입목축적

량의 경우 시나리오 I>II>III>IV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경영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영급분포와 수종선

택 문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제약조건으로 작용되어 벌채

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구획에 따른 경영목적, 목표임상 그리고 시업방법

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와 같이 경영계획모델의

수립과정에서 산림구획별 경영인자들을 고려하는 것이 보

다 실효성 있는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

한 각 경영구획별로 DFC에 의한 목표임상을 설정해줌으

로써 대상지역의 경영목적을 명확하게 해주고, 사회환경

적인 이슈들을 간접적으로 경영계획모델에 반영할 수 있

게 해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광릉시험림의 경영계획의 수립

에 있어 산림시업 계획들에 대한 공간적인 배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에 있어 공간적

배치문제는 인접성 문제와 경관문제 등 사회환경적 문제

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경영계

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공간적인 배치문제를 포함한 경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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