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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비용변수를 이용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적정임도밀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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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유럽중부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적정임도밀도산출방법을 우리나라 지형을 대상으로 적정임도밀

도를 산정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5가지 비용변수를 이용한 적정임도밀도의 산정 결과는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부분으로서 조사지에 대한 적정임도밀도는 10.51 m/ha로 산출되었다. 이 때 총비용은 연간 235,354원/ha이며 임도개

설비용은 임도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하고 이자는 3%로 했을 경우에 연간 99,693원/ha, 임도보수비용은 연간 14,502

원/ha, 집재비용은 연간 99,564원/ha, 보행경비(CF)는 연간 18,142원/ha, 임도개설을 통한 산림생산임지의 감소에 따른

손실비용은 연간 3,454원/ha으로 산출되었다.

Abstract: The optimum forest road density was calculated with the method which is used in Europe on the

investigation site in Korea. The economical optimum forest road density at the minimum total transport cost was

10.51 m/ha. The total transport cost was calculated 235,354 won/ha per year. The forest road construction cost

amounted to 99,693 won/ha per year in case of the depreciation period of 30 years and the interest rate of 3%,

the forest road maintenance cost amounted to 14,502 won/ha per year, the logging cost amounted to 99,564

won/ha per year, the cost of footpaths amounted to 18,142 won/ha per year, the cost by the loss of the

production area amounted to 3,454 won/ha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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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도는 다양한 산림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효율

적인 목재수확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

나 과도한 임도밀도는 임도개설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이 높게 나타나게 되며, 임도밀도가 낮을 경우에는 목재

수확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임목을 수확하

기 위해서는 적절한 임도밀도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적

정임도밀도는 지형, 임도배치 상황, 투입되는 목재수확기

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며, 또한 경영지역의 임도

개설은 임도의 공간적인 배치와 밀도 등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임도망계획이 개발되고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Young, 1979; Shiba et al.,

1990; Dürrstein, 1987; Jaeger, 1995; Hentschel, 1999).

중요한 요인으로서 레이져측정도구, GPS, 원격탐사, GIS,

수치지형도와 같은 측정과 계산기술이 발달되고, 이와 같

은 기술의 발달은 결과의 정확성과 함께 효율성의 상승을

가져왔다.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유럽에

서 전통적으로 활용되어온 계획방법(Dietz et al., 1984)과

많은 차이는 없으나, 디지털 또는 3차원 지형이 컴퓨터에

서 계산되어지고 평가되어 진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수작업으로 실행할 때보다 더 많은

대안노선을 만들 수가 있고 보다 더 짧은 시간에 실행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차두송과 이준우(1992)는 임도개설목적에 따른 4개의

평가인자, 즉 최단임도개설장, 평균집재거리, 개발지수 및

집재불능지점 수의 비율 등을 설정하여 각각의 평가인자

에 적합한 최적임도노선의 배치계획에 대하여 검토하였

다. 차두송과 조구현(1994)은 총수확비용(임도개설비 + 집

재비)을 최소화하는 양방향 일단계 집재 및 이단계 집재

를 위한 적정임도간격 및 임도밀도를 산출하였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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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양방향 일단계 집재에서는 케이블 크레인이 적합하

며 임도밀도는 평균 5.12 m/ha, 양방향 이단계 집재에서

중지형은 중형 집재기와 로깅부기의 조합기종이 적합하

며 임도밀도는 평균 5.90 m/ha, 급지형은 중형 집재기와

진성윈치의 조합기종이 적합하며 임도밀도는 평균 5.38

m/ha로 산출하였다. 또한 정도현 등(2005)은 南方의 임도

밀도식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산지지형 및 산림특성을 고

려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념에서의 기본임도밀도는 8.57

m/ha,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

림경영기반시설 개념에서의 적정임도밀도는 14.01 m/ha

로 산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추가)비용인자를 적용하여 경제

적인 측면을 고려한 (정밀한) 적정임도밀도를 유럽에서 활

용되어지는 임도밀도식(Dietz et al., 1984; Jaeger, 1996;

Sonntag, 1998)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임도망의 배치

에 대한 결정은 특정 목재수확시스템을 목적으로 하는 임

도배치방법을 이용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대상지역

본 연구를 위한 조사지역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

기술연구소의 시험림으로서 21임반부터 29임반까지를 대

상으로 하였다. 조사지의 행정구역상 위치는 경기도 남양

주시 진접읍 부평리 및 장현이고, 지리적 위치는 북위 37°

43' 39에서 37° 45' 07사이, 동경 127° 10' 12에서 127°

11' 45사이이며, 전체 면적은 264.9 ha이다. 이미 설치되어

져 있는 총 임도길이는 8,655.6 m이며, 임도밀도는 32.67

m/ha이고, 평균임도간격은 306.1 m이다.

조사대상지를 경사도별로 구분하여 면적비율을 보면 중

경사지역(25~55%)이 전체면적의 약 72%를 차지하고, 급

경사지역(55% 이상)이 전체면적의 약 20%를 차지하는 산

악지역이다. 집재거리 및 임도망배치의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체보정계수가 3.29로서 FAO에서 제시한 계수

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료

집재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도망도, 임소반도를 디

지타이징하였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산림조사부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임소

반도의 공간정보와 서로 연결하였다. 지도간의 위치오차

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치지형도(1/

5,000)를 기준으로 보정하였다. 임도망배치를 분석·평

가하기 위하여 개설된 임도는 수치지형도와 임도망도를

이용하고, 누락된 임도는 GPS수신기(마젤란 X)를 이용

하여 추가로 기록하였다. 그 외의 수집되어진 공간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는 ESRI사에서 개발한 공간분석소프트

웨어 ARC/VIEW와 ARC/INFO를 사용하여 공간분석을

하였다.

3. 연구방법

목재를 수확하기 위하여 임업기계를 투입할 경우 지형

에 따라 작업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며, 지형에

따라 어떠한 기계를 투입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좌우된

다. 일반적으로 산지에 따라 적정경사도를 완경사(0~25%),

중경사(25%~55%), 급경사(55% 이상)로 분류하고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분류를 하였고, 이러한 분류

에 따라 목재수확시스템을 선정하였다(Jaeger, 1997).

산악지에서의 임도망노선은 지역적으로 다른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기 다른 판단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험적 계획방법으로 평가 및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Abegg, 1988).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

서 적용되고 있는 다음의 5가지 비용변수를 이용한 방법

으로 조사대상지에 적용하여 적정임도밀도를 산출하고자

한다. 

−임도개설비용 : 새로운 임도를 개설한 후 내구년수에

도달하기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비용.

−임도보수비용 : 임도가 신설된 후 내구년수에 도달하

기까지 임도를 차량주행가능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비용.

−집재비용 : 기본적으로 평균집재거리에 영향을 받으

며, 평균집재거리는 투입되는 집재방비에 따라 결정

된다. 

−보행경비 : 산림작업과 관련하여 작업원이 단위시간

및 단위면적당 이동에 소비되는 시간에 대한 비용.

−생산임지손실비용 : 임도개설에 의한 생산임지 감소

에 따른 손실비용.

이와 같은 5가지 비용을 종합하여 총비용을 산출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적정임도밀도를 산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임도망을 계획하는 경우 임도의 길이와 배치가 타당한

표 1. 연구대상지의 면적 및 축적 분포.

경사

25%이하 25%~55% 55%이상 합계

면적(ha) 20.66 191.56 51.55 264.9

축적(m3) 7,521.14 43,517.45 14,666.09 65,704.68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조사부 및
임소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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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적정임도밀도계산을 하게 된다. 경

제적 적정임도밀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려사항

은 5가지 비용인자로 분류하며, 이 비용인자의 합이 총

비용이 될 뿐만 아니라, 적정임도밀도는 총비용이 최소

일 때이다. 총비용은 경제적으로 수치화하여 측정이 가

능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Dietz et

al.,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5가지 비용변

수를 이용하여 적정임도밀도를 산정하였으며 그 적용방

법은 아래와 같다. 

1. 연간 임도개설비용(RC: Forest Road Construction

Cost)

연구대상지의 임도개설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임도개설

단가는 2009년도 산림청 치산분야 사업계획을 참고로 하

였으며, 평균임도개설단가는 185,920원/m이다(산림청, 2008).

임도내구성에 대한 국내자료가 미비하여 독일에서 주

로 사용하고 있는 임도내구성을 이용하여 30년으로 설정

하였으며, 이자는 3%로 계산하였다. 

RC = k
New 
·r·RD

RC : 연간 임도개설비용(원/ha)

k
New

: 임도개설단가(원/m)

RD : 임도밀도(m/ha)

r : 자본회수계수(Capital Recovery Factor) = 

n : 감가상각기간 30년 

p : 이자율 3 %.

신설임도에 대한 연간 임도개설비용의 계산결과는 다

음과 같다.

RC = k
New
·r·RD = 185,920·0.0510·RD

RC = 9,485·RD (원/ha)

2. 연간 임도보수비용(MC: Forest Road Maintenance

Cost)

임도보수비용은 지형이나 보수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09년도 산림청 치산분야 사업계획에 따르면 임도

보수비용은 평균 1,378원/m(산림청, 2008)이었다. 

MC = K
I
·RD = 1,378·RD

MC : 연간 임도보수비용(원/m)

K
I

: 보수비용단가(원/m)

RD : 임도밀도(m/ha)

1
p
n

100
---------⎝ ⎠

⎛ ⎞+⎝ ⎠
⎛ ⎞ p

100
---------⋅

1
p
n

100
---------⎝ ⎠

⎛ ⎞+⎝ ⎠
⎛ ⎞ 1–

---------------------------------------

그림 1. 연구 대상지의 임도, 기계로, 집재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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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간 집재비용(LC: Logging Cost)

집재비용은 기본적으로 평균집재거리에 영향을 받으며

평균집재거리는 투입되는 집재장비에 따라 결정된다. 트

랙터와 타워야더는 목재수확작업에서 생산성이 매우 높

으므로, 조사지의 집재경비를 산출하기 위한 집재방법으

로 선택을 하였다. 집재경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경사도

25% 이하는 집재로를 이용한 트랙터집재방법(대동 DX90,

MAXWALD 케이블 윈치 Forestry 212), 경사도 25~55%

에서는 기계로를 이용하는 트랙터집재방법(대동 DX90,

MAXWALD 케이블 윈치 Forestry 212), 경사도 55% 이

상은 타워야더(Koller 303)를 이용한 집재방법을 선정하

였다. 집재비용을 계산하기 위하여 2009년도 산림작업자

에게 통상적으로 지불되는 인건비(100,000/일)와 작업생

산성(노재후와 김재원, 1988; 노재후 등, 1988)과 예상투입

그림 2. 임소반도.

표 2. 임업기계경비계산(FAO, 1992; Forbrig, 2000; Forbrig et al., 2004).

 트랙터:대동DX90
윈치: Forestry 212

Koller 303

장비구입비(원) A 63,200,000 245,974,548

잔존가치계수 R 0.1 0.1

잔존가치(원) Rw = A·R 6,320,000 24,597,455

장비내구년수(년) V 8 8

경제적수명(시간) N 8,000 8,000

정비계수 W 0.8 1

연간가동시간 Jd 1,000 1,000

유류소비량(l/시간) Tv 5 4

윤활유계수 Sf 0.3 0.2

유류가격(원/l) Ts 1,300 1,300

감가상각비(원/시간) Ak = (A-Rw)/N 7,110 27,672

정비비용(원) Wk = Ak·W 5,688 27,672

이자(원/시간) Z = ((A-Rw)·(V+1)/2·V+Rw)·0.1/N 3,832 14,912

유류비용(원/시간) Tm = Ts·Tv·(1+Sf) 8,450 6,240

작업인원 Pk 2 2

인건비(원/시간) Ar =(100,000·1.2/8)·Pk 30,000 30,000

기계비용(€/시간) Mk = Ak+Wk+Z+Tm 25,080 76,496

총작업비(원/시간) Gk =Ar+Mk 55,080 10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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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대한 기계비용(FAO, 1992; Forbrig, 2000; Forbrig

et al., 2004)을 계산하였다. 

집재량은 산림조사부를 이용하여 각각의 소반에 대하

여 작업공정식에 필요한 값을 계산한 후 집재작업공정

식(노재후와 김재원, 1988; 노재후 등, 1988)에 대입하였

다. 조사대상지에 대하여 집재거리가 100 m일 경우 각

각의 경사도에 따른 평균 집재비용은 100 m당 3,326원

/m3 이었다.

조사지의 벌채량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연

년생장량의 30%를 벌채량으로 계산하였으며, 연년생장량

은 산림조사부를 이용하였다. ha당 평균축적은 약 246, ha

당 연년생장량은 약 12.9이고 연간벌채량은 ha당 3.83로

산출되었다.

전체보정계수는 이론적인 집재거리에 대한 실제 집재

거리의 비를 나타낸다. 전체보정계수는 임도, 기계로, 집

재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같은 임도밀도라

도 다르게 나타난다. 지형에 따른 평균적인 전체보정계수

는 표 3과 같으며, 조사대상지에 대하여 GIS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계산한 전체보정계수(k
G
)는 3.29였다(박수규와

강건우, 2008).

주행비율 및 집재거리 100 m에 따른 집재비용(k
R
)은

트랙터 집재작업에서 공주행시간과 적재주행시간에 대

한 비용을 의미하며, 주행비율은 전체작업시간의 14%

(노재후와 김재원, 1988)이다. 타워야더를 이용한 집재

작업에서는 반송기의 이동시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

하며, 주행비율은 전체작업시간의 55%(노재후 등, 1988)

로 나타났다.

LC = k
R
·N·(SD

a
/100)

LC :연간 집재비용(원/ha)

k
R 

:주행비율 및 집재거리 100 m 대한 집재비용

(원/m3·100 m) 

N :연간 벌채량(m3/ha)

SD
a
:실제 평균집재거리(m) = (k

G
·2,500)/RD

k
G

:전체보정계수

RD : 임도밀도(m/ha)

연간 집재비용(LC)공식에 실제 평균집재거리(SDa)를

구하는 공식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LC = (k
R
·N·k

G
·2,500)/(100·RD)

=  = 

4. 연간 보행경비(CF: Cost of Footpaths)

차량주행이 가능한 도로에서부터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소요를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였다. 시

간소비와 빈도수에 관한 내용은 Sonntag(1998)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임금자료는 2008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

해 우리나라 산림공무원의 급수에 따른 최저임금과 최고

임금의 평균과 2009년도에 산림작업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지불되고 있는 산림작업자의 임금을 이용하였다.

임금에 대한 평균(=70,857/5.89)은 12,030원/시간 또는

200.5원/분으로 산출되었다.

보행경비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다.

연간 보행경비(CF) = F·k
P

k
P

: 시간당 노동경비(원/시간)

F : 도보거리에 대한 연간 시간소비(분/ha) 

 = (T·m·SDa ·60)/(z·v) 

T : 연간 노동시간소비(시간/ha)

m : 도보빈도수/일 

v : 작업장평균보행속도(2,500 m/h)

z : 일일작업시간(8 시간/일) 

SD
a 

: 실제 평균집재거리(m) = (k
G
·2,500)/RD

SDa를 도보거리에 대한 시간소비공식(F)에 대입하여 계

산할 경우 아래와 같다.

F = (T·m·60·k
G
·2,500)/(z·v·RD)

3 326, 3.83 3.29 2 500,⋅ ⋅ ⋅

100 RD⋅

----------------------------------------------------------
1 046 417, ,

RD
-------------------------

표 3. 전체보정계수(FAO, 1974a, 1974b).

경사지 전체보정계수

평야, 경사가 완만한 지역 1.6~2.0

중간정도의 산악지역 2.0~2.8

산악지역 2.8~3.6

매우 심한 산악지역 3.6 이상

표 4. 주행비율 및 집재거리 100 m에 따른 집재비용(k
R
 : 원/m3 · 100 m) 계산.

경사(%)
집재거리 100 m에 대한 
집재비용(원/m3)=A

축적(m3)=B
주행비율

(%)
주행시간별집재비

(집재비·주행비율)=C
B·C

25% 이하 16,986.10 7,521.14 0.14 2,310.11 17,374,657.72

25-55% 17,671.81 43,517.45 0.14 2,403.37 104,588,366.70

55%이상 11,973.00 14,666.09 0.55 6,585.15 96,578,402.56

합계  65,704.68   218,541,426.98

k
R
(= 218,541,426.98/65,704.68) 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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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행경비산출공식에 위 계산값에 평균임금(원/분)을 적

용할 경우 다음과 같다.

CF =  

5. 임도개설에서 생산임지 감소에 따른 연간 손실비용

(PL: the cost by the loss of the production area)

임도개설은 산림생산임지의 감소를 뜻하며 장기적으로

는 목재생산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생산임지의 감소는

임도의 넓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산림청 임도개설규

정에 따라 임도넓이는 4 m로 선정하였다(차도너비 3 m,

양쪽 길어깨 각각 0.5 m). 목재가격은 2008년도 12월의 평

균목재가격 214,801원/m3을 계산식에 이용하였다(산림지,

2009).

PL= = 328.65·RD(원/ha)

PL : 연간 생산임지손실비용(원/ha)

E : 목재가격(214,801원/m3)

b : 목재생산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임도넓이(4 m)

N : 연간예상벌채량(3.83 m3/ha)

6. 총비용(TTC: total transportation cost)

적정임도밀도를 산정하기 위한 총비용은 지금까지 계

산되어진 다섯 가지 비용들을 합하여 산출하였다.

TTC (총비용) = RC + MC + LC + CF + PL 

연간 임도개설비용(RC) = 9,485·RD

연간 임도보수비용(MC) = 1,380·RD

연간 집재비용(LC) = 

연간 보행경비(CF) = 

연간 생산임지손실비용(PL) = 328.65·RD

0.0024 0.0225 0.09072+ +( ) k
G

2.500⋅ ⋅

RD
--------------------------------------------------------------------------------------------

0.1152 3.29 2.500⋅ ⋅

RD
----------------------------------------------

950.9745

RD
----------------------

950.9745 200.5⋅

RD
---------------------------------------

190 670.3,

RD
------------------------=

E b N RD⋅ ⋅ ⋅

10.000
----------------------------

214 801, 4 3.83 RD⋅ ⋅ ⋅

10.000
---------------------------------------------------=

1.046.417

RD
------------------------

190.670.3

RD
------------------------

표 5. 임금그룹에 따른 보행경비.

임금그룹
시간당
임금
(L)

산지내 머무는 
시간/ha·년

(T)*
L·T

도보빈도수/
일 (m)*

5급공무원 13,795 0.10 1,379 8

9급공무원 8,636 0.75 6,477 10

산림작업자 12,500 5.04 63,000 6

합계 5,89 70,857

*Sonntag(1998)

그림 3. 총비용과 비용인자별 관계들.

표 6. 임도밀도에 따른 총비용과 인자별 비용 변화.

RD
(m/ha)

연간 소요비용(원/ha)

TTC RC MC LC CF PL

5 303,387.15 47,427.46 11,280.00 209,283.41 38,134.05 1,643.23

10 235,648.10 94,854.93 22,560.00 104,641.71 19,067.03 3,286.47

10.51 235,354.01 99,692.53 14,501.67 99,563.95 18,141.80 3,454.08

15 250,381.53 142,282.39 33,840.00 69,761.14 12,711.35 4,929.70

20 285,733.09 189,709.85 45,120.00 52,320.85 9,533.51 6,572.93

25 329,331.90 237,137.32 56,400.00 41,856.68 7,626.81 8,216.16

30 377,054.33 284,564.78 67,680.00 34,880.57 6,355.68 9,859.40

32.67 403,572.06 309,891.05 45,077.97 32,079.91 5,836.25 10,736.88

35 427,133.12 331,992.25 78,960.00 29,897.63 5,447.72 11,502.63

40 478,684.63 379,419.71 90,240.00 26,160.43 4,766.76 13,145.86

45 531,217.96 426,847.17 101,520.00 23,253.71 4,237.12 14,789.10

50 584,438.56 474,274.64 112,800.00 20,928.34 3,813.41 16,432.33

55 638,158.99 521,702.10 124,080.00 19,025.76 3,466.73 18,075.56

60 692,254.30 569,129.56 135,360.00 17,440.28 3,177.84 19,718.79

TTC: 총비용, RC: 임도개설비용, MC: 임도보수비용,  LC: 집재비용, CF: 보행경비, PL: 생산임지손실비용



5가지 비용변수를 이용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적정임도밀도 산정 7

위의 계산 결과값들을 모두 더한 값은 아래와 같다.

RD
opt

 =  = 10.51(m/ha)

그림 3은 총비용과 각각의 비용들의 변화를 나타낸 것

이며, 그림 3에서 TTC가 최소가 되는 부분이 경제적 측면

에서의 적정임도밀도를 의미하며, 이 때 적정임도밀도는

10.51 m/ha이다.

표 6은 조사지를 대상으로 하여 산출된 결과 식에 여러

가지 임도밀도를 대입한 결과이며, 임도밀도에 따라 각각

의 계산된 비용들과 총비용이 변화되는 값들을 나타낸 것

이다. 

연구대상지의 현재 임도밀도는 32.67 m/ha이며, 이때 임

도개설로 인하여 소비되는 연간감가상각비를 의미하는 임

도개설비용(RC)은 309,891원/ha이고, 임도개설 후 유지를 위

하여 소비되는 연간 임도보수비용(MC)이 45,078원/ha이다.

집재작업에서 소비되는 연간 집재비용(LC)은 32,030원/ha으

로 산출되었으며, 임지내 도보로 이동하는 데에 소비되는

연간 보행경비(CF)는 5,836원/ha, 임도개설로 인해 발생되는

연간 생산임지의 손실비용(PL)은 10,737원/ha으로 나타났으

며, 연간 총비용(TTC)은 403,572원/ha으로 산출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적정임도밀도로서 5가지 비용변수

를 이용한 적정임도밀도의 산정 결과는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부분이므로, 조사지에 대한 적정임도밀도는 10.51 m/

ha로 산출되었다. 이 때 총비용은 연간 235,354원/ha이며

임도개설비용은 연간 99,693원/ha, 임도보수비용은 연간

14,502원/ha, 집재비용은 연간 99,564원/ha, 보행경비(CF)

는 연간 18,142원/ha, 임도개설을 통한 산림생산임지의 감

소에 따른 손실비용은 연간 3,454원/ha으로 산출되었다. 

연구대상지에서 임도밀도에 따른 총비용과 인자별 비

용과의 변화를 보면, 임도밀도가 5 m/ha일 경우 임도신설

에 따른 임도개설비용이 연간 47,428원/ha인 반면 집재비

용이 연간 209,283원/ha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다. 임도밀도가 10 m/ha일 경우 임도비용이 연간 94,855

원/ha, 집재비용이 연간 104,642원/ha, 총비용이 연간

235,648원/ha으로 계산되었다. 또 임도밀도가 15 m/ha일

경우 총비용이 연간 250,382원/ha, 임도비용이 연간

142,282원/ha, 집재비용이 연간 69,761원/ha으로 임도비용

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결 론

우리나라의 산지 지형 및 목재수확방법에 적합한 임업

기계를 선정하여 적정한 임도밀도를 산정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적정임도밀도로는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부

분이므로, 조사지에 대한 적정임도밀도는 10.51 m/ha로 산

출되었다. 이 때 총비용은 연간 235,354원/ha이며 임도개

설비용은 연간 99,693원/ha, 임도보수비용은 연간 14,502

원/ha, 집재비용은 연간 99,564원/ha, 보행경비(CF)는 연

간 18,142원/ha, 임도개설을 통한 산림생산임지의 감소에

따른 손실비용은 연간 3,454원/ha으로 산출되었다. 

연구대상지에서 임도밀도에 따른 총비용과 인자별 비

용과의 변화를 보면, 임도밀도가 10.51 m/ha미만일 경우

집재비용이 총비용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임도밀도가 10.51 m/ha미만 이하일 경우에는 임지내에서

임도변까지 목재를 집재하는 집재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집재비용이 높아지므로 목재수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임도밀도가 10.51 m/ha이상일 경

우 임도개설비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개설 및 임도유지에 많은 비

용이 투자되어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산림경영이 이

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대상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매

우 높은 임도밀도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뿐만 아

니라 휴양 및 생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적정임

도밀도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산림경영자의 경영목표 및

주변 여건에 따라 적정임도밀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적정임도밀도 산출결과는 경제적인 측면

에서의 적절한 임도망계획을 위하여 중요한 정보로 작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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