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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의 유칼립투스 및 아카시아 조림지에 대해 임분수확표를 조제하고 이

를 토대로 이용가능한 목재생산량을 추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임분수확표 조제를 위한 생장모델로는 직경급 모델

인 Weibull 확률밀도함수를 적용하였으며, 지위별 임령별 임목생장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모수 추정, 복구, 예측의 단

계를 거쳐 임분 생장식을 도출하였다. 각 단계별로 흉고직경, 수고, 흉고단면적, 최소 및 최대직경 등에 대한 생장식

들이 도출되는데, 도출된 각각의 생장식들에 대해서 적합성지수를 산출한 결과, 유칼립투스 조림지의 경우에는 65~89%

의 적합성을 보였으며, 아카시아 조림지의 경우에는 72~95%의 적합성을 보여 대체로 높은 적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두 수종의 임분수확표를 조제하였으며, 조제된 수확표를 이용하여 지위 ‘중’ 인 10년

생 임분의 수확량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최고 연년 생장량에서 유칼립투스는 21.25 m3/ha, 아카시아는 27.5 m3/ha로

나타나, 아카시아 조림지의 연년 생장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가능한 목재생산량의 산출을 위해서, 벌채

된 임목의 재장을 2.7 m로 먼저 절동하고 남은 부분은 1.5 m로 절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 유칼립투스

조림지의 경우에는 총 203.2 m3/ha 중 68.0 m3/ha(33%)가 이용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카시아 조림지의 경우에

는 총 232.9 m3/ha 중 96.7 m3/ha(42%)가 이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유칼립투스와 아카시아의 생장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업적 조림이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는 사

업자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stand growth model and a stand yield table for Eucalyptus

pellita and Acacia mangium plantations in Kalimantan, Indonesia. To develop a stand growth model, Weibul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a diameter class model, was applied in this study. In the development of stand

growth model by site index and stand age, a hierarchy is generally required - estimation, recovery and prediction

of the diameter class model. A number of grow equations were also involved in each process to estimate

diameter, height, basal area, minimum or maximum diameter. To examine whether the grow equations are

adequate for Eucalyptus pellita or Acacia mangium plantations, a fitness index was analyzed for each equ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fitness indices were ranged from 65 to 89% for Eucalyptus pellita plantations and from

72 to 95% for Acacia mangium plantations. As being highly adequate for the plantations, a stand yield table

was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ed growth model, and applied to estimate the stand growth with midium site

index for 10-year period. The highest annual stand growth of Eucalyptus pellita plantations was estimated to be

21.25 m3/ha, while that of Acacia mangium plantations was 27.5 m3/ha. In terms of annual stand growth, Acacia

mangium plantations appeared to be more beneficial than Eucalyptus pellita plantations. Also, to estimate

commercial timber volume available from the plantations, an assumption that a log would be cut by 2.7 m in

length and the rest of the log would be cut by 1.5m was involved. The commercial timber volume available

from Eucalyptus pellita plantations was 68.0m3/ha, 33% from the total stand volume, 203.2 m3/ha. Also 96.7 m3/

ha of commercial timbers were available from Acacia mangium plantations, which was 42% from the 232.9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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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in total. Presenting a good information about the stand growth in Eucalyptus pellita and Acacia mangium

plantations, this study might be useful for whom proceeds or considers an abroad plantation for merchantable

timber production or carbon credit in tropical regions.

Key words : Acacia mangium, Eucalyptus pellita, commercial timber volume, Weibull function, stand yield table

서 론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및 Post-2012 등 새로운 국제

산림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목재생산을 위한 상업적인

조림 뿐만아니라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등

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인도네시아, 베트

남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해외조림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Post-2012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의무부담이 확실 시 되

는 시점에서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2006년 인도네시아와

“조림투자협력에 관한 MOU” 체결, 후속조치로 한-인도

네시아 산림포럼(2008년)을 개최하여 “열대림 공동연구

및 임업협력 증진 MOU(2008년)”, “열대림 공동연구와 시

험림 조성 MOU(2008년)”를 체결하여 조림투자 및 공동

연구의 길을 개척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2위의 열

대림 보유국가로서 최근 유럽, 일본, 중국 등 각국의 산림

자원개발 대상지로 부각되면서 해외조림지의 핵심국가로

떠오르고 있다(산림청, 2008).

우리나라는 해외조림을 시작한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약 141,000 ha를 조림한 바 있으며, 국내 기업의 해외조림

사업 진출도 활발하다. 2008년 당해연도 기업들의 해외조

림 실적은 38,523 ha로 지금까지 조림하였던 실적의 25%

가 넘는 수준이다. 종류별로는 대체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조림’이 28,000 ha로 가장 많고,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산업조림’이 10,000 ha로 그 다음을 차지하

고 있다(산림청, 2008; 김훈, 2004).

실제 중남미 해외조림사업은 일본이, 아프리카는 중국

이 선점하고 있기에 우리로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

으로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양

해각서를 국가차원에서 체결한 바 있기에 접근성이 더 용

이할 것으로 판단된다(손영모, 2008).

이러한 시점에서 해외조림 진출을 시도하는 국가기관,

기업, 개인 등에 임목의 생장량 평가 및 예측은 필수적인

지표이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조림지에 대한 현재 및 미래 자산가치 평가는 조림 투

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해

외조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사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린도 KHT사와 조림지 자

산평가(MOU 체결) 요구에 의하여, 인도네시아 중부 칼리

만탄(Kalimantan Tengah) 지역에 대단지로 조림한 유칼립

투스(Eucalyptus pellita)와 아카시아(Acacia mangium) 2수

종에 대한 임분생장량을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역적

임분수확표를 제작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수확한 임목을

어느 용도로 이용할 수 있을 지를 내부 규격을 정하여 용

도별로 구분함으로써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 재료

본 연구 대상지는 인도네시아 중부 칼리만탄 빵갈란분

에 위치하고 있으며, 코린도에서 확보한 산림의 총면적은

95,420 ha이다. 이 지역의 조림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되

어 2007년 12월 현재까지 55,228 ha가 조성되었다. 유칼립

투스(Eucalyptus pellita)와 아카시아(Acacia mangium) 2수

종이 93% 이상의 면적에 식재되어 있고, 전체 조림면적

중 아카시아림 면적이 27,657 ha로 전체 조림지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유칼립투스가 23,951 ha

로 43%를 차지하고 있다. 조림 초기에는 아카시아를 주

로 조림하였으나, 최근에는 유칼립투스를 더 많이 식재하

고 있다(KORINTIGA HUTANI, 2006a, 2006b). 

이 지역에 조림된 유칼립투스와 아카시아의 임분수확

표 및 지위지수분류표를 조제하기 위하여, 기존에 개발한

임목 수간재적 정보와 KTH사 보유 모니터링구(6개월마

다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KORINTIGA HUTANI,

2008). 모니터링구 임분생장 개황은 다음 표와 그림과 같다.

2. 분석 방법

임분생장 상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생장모델을 주로

이용하는데, 본 분석에서와 같이 경급별 또는 등급별로 이

Table 1. Characteristics of monitoring survey in Eucalyptus pellita and Acacia mangium stands.

Stand Plots size
Stand age (year) DBH (cm)

Mean Max. Min. Mean Max. Min.

Eucalyptus pellita 0.35 4.7 9.0 0.9 13.9 21.2 3.6

Acacia mangium 0.35 4.9 9.0 0.9 16.5 24.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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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능한 수확량을 도출해야 하므로 “직경급확율모델”을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분석에서는 Weibull확률밀

도함수를 이용하는 직경급모델을 도입, 이용하였다(Clutter

et al., 1983). 

Weibull함수는 Bailey & Dell(1973)이 처음 임학분야의

직경분포 연구에 적용시킨 이래 유연성과 효율성으로 인

하여 가장 널리 사용하는 직경분포 추정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이 Weibull분포를 이용하면 모수 a, b, c에 따라 다

양한 직경분포 모양을 적합시킬 수가 있다. 한편, 특정 경

급의 확율은 특정 직경까지의 누적확율을 나타내는 다음

과 같은 확율밀도누적함수에 의해 구하게 된다.

그리고 본 분석에서의 최종 임분생장평가 및 예측을 위

한 procedure는 다음과 같다(Figure 3). 각 분석 단계는 현

장에서 바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평균직경, 최소직경

등을 이용하는 모수추정단계, 평균직경과 우세목 수고를

이용하여 최소 및 최대직경, 흉고단면적표준편차를 추정

하는 모수복구단계,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용하고

자 하는 지위지수와 임령으로서 직경 등을 추정하여 임분

생장량을 도출하는 모수예측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경학과 손영모, 2003; 이경학, 1992).

결과 및 고찰

1. 임분생장식 도출

1) 유칼립투스 임분 생장식

Weibull 직경분포 모델을 이용함에 있어 다양한 투입인

자가 있을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지위지수와 임령에 따

른 생장량(율)의 정보가 필요하므로, 앞서 언급한 바 있듯

이 모델의 모수를 추정(estimation), 적합(recovery), 예측

(prediction)하는 단계들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

계마다 흉고직경, 수고, 흉고단면적, 최소 및 최대직경 등

등의 많은 생장식 도출이 필요하다. Table 2는 유칼립투스

임분에서의 생장량 추정에 필요한 주요 임분생장식을 열

거한 것이다. 임분흉고직경, 흉고단면적, 수고 등 많은 생

장인자에 대한 생장식은 정확성을 검정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Fit index)를 이용하였는데, 각 생장식들은 65~89%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칼립투스 조림지 생장량

평가 및 예측을 위하여 식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었다.

2) 아카시아 임분 생장식

칼리만탄 지역의 아카시아 임분 주요 생장인자별 생장

F x( ) f t( ) td
0

x

∫ 1 a x c–( )
b

–{ }exp–= =

Figure 1. Plantation and growth monitoring plot location of KTH in Indonesia.

Figure 2. Diameter distribution pattern by parameter in

Weibull function.

Figure 3. Stand resources evaluation and predic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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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ameter and fit index by stand growth equations in Eucalyptus pellita stand.

Model
Parameter

FI
a b c d

− Mean DBH
28.467 0.432 0.037 0.548 0.78

− Mean basal area
89.577 1.627 0.014 0.896 0.71

− Mean height

0.409 0.308 0.677 -0.018 0.89

− Dominant tree height

- - 0.356 1.285 0.80

− Minimum DBH
-0.899 0.396 -0.221 - 0.65

− Maximum DBH 
-0.823 1.489 0.128 - 0.82

− Standard deviation of basal area 
-2.601 0.163 - - 0.83

(Where is,  : DBH,  : dominant tree height,  : Maximum DBH,  : Minimum DBH, SI : site index, FXAD : Accumulated
density value, FI : Fit index, a, b, c, d : Parameters)

Table 3. Parameter and fit index by stand growth equations in Acacia mangium stand.

Model
Parameter

FI
a b c d

− Mean DBH
27.720 0.289 2.025 0.702 0.94

− Mean basal area
31.870 0.390 3.308 0.798 0.88

− Mean height

0.618 -0.217 0.725 -0.048 0.91

− Dominant tree height

- - 0.396 1.828 0.90

− Minimum DBH

-5.231 0.603 23.884 - 0.72

− Maximum DBH 
0.714 1.240 0.313 - 0.95

− Standard deviation of basal area
-4.100 0.154 - -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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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파라메터를 도출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아카시아

조림지의 각 생장식에 대한 적합도지수는 72~95% 범위

내에 있어 유칼립투스 조림지와 마찬가지로 임분의 생장

량 평가 및 예측을 위하여 식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었다.

2. 임분수확표 조제 

현실 임분에 대한 생장량 평가와 미래 생장량 예측은 산

림경영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KTH

사 조림지의 유칼립투스 및 아카시아에 대한 임령별 생장

량을 분석하여 Table 4와 같은 수확표(지위 “중”)를 조제

하였다. 그리고 본 수확표는 원목으로서 이용가능한 정보

가 필요하였기에 모두 수피를 제외한 재적으로 계산되었다.

수종별로 연년생장량은 유칼립투스 9년, 아카시아 6년

일 때 가장 높은 연년생장량(각각 21.25 m3, 27.5 m3)을 보

여 주었다. 동일 임령일 경우 두 수종의 단위면적 당 생장

량을 비교하면, 직경생장이 우수한 아카시아가 유칼립투

스보다 생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말

레지아 보르네오섬 아카시아 조림지의 수고생장과 비교

할 때,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지역의 수고생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amo et al., 2005). 한편 본 연구와 재적

생장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지역과 종이 약간 다르나 경향

을 알아보기 위해, Rinehart와 Standiford(1983)가 연구한

미국 캘리포니아 아카타지역에 생장하는 유칼립투스

(Eucalyptus globulus)와 생장을 비교한 결과, 연간임목생

장량 27 m3/ha/yr로서 칼리만탄 지역과는 약간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용도별 원목수확량 도출

조림지 내 임목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만, 생산원목의 형질, 규격에 따라서 용도별로 나누어 이

용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본 조림지에서 생산되는 원목은

직경 급 및 형질에 따라 합판재 또는 펄프재 원료로 활용

되고, 합판용재와 펄프용재는 단위재적당 판매가격의 차

이가 크므로 정확한 임목가 산정을 위하여는 각 용도별

정확한 이용가능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목이 벌

목되는 지점인 벌근고를 20 cm로 보고, 그 이상의 수간을

대상으로 말구직경을 어디로 정하느냐가 관건이다. 

합판재의 경우 말구직경 20 cm까지 가능함을 KTH사에

서 밝힌 바 있기에 합판으로서의 이용가능 구간은 벌근고

Table 4. Stand yield table in Ucalyptus pellita stand (site index : 30).

SI
Stand age

(year)
DBH
(cm)

Height
(m)

Dominant 
height
(m)

Basal area
(m2/ha)

No. of trees
(trees/ha)

Volume*1

(m3/ha)

Mean annual 
increment
(m3/ha/yr)

30 1 6.7 5.1 6.9 2.9 919 5.8 5.76

30 2 9.7 9.7 13.6 5.4 822 22.2 11.11

30 3 12.1 13.3 18.9 7.7 775 45.0 14.99

30 4 14.0 16.2 22.7 9.9 746 70.5 17.62

30 5 15.6 18.4 25.6 12.0 726 96.5 19.30

30 6 17.1 20.1 27.6 14.1 712 121.9 20.32

30 7 18.4 21.4 29.0 16.1 701 146.3 20.90

30 8 19.7 22.4 30.0 18.0 693 169.3 21.17

30 9 20.8 23.3 30.7 19.9 687 191.2 21.25

30 10 21.8 23.9 31.2 21.7 682 212.0 21.20

*1: Volume without bark

Table 5. Stand yield table in Acacia mangium stand (site index : 30).

SI
Stand age

(year)
DBH
(cm)

Height
(m)

Dominant 
height
(m)

Basal area
(m2/ha)

No. of trees
(trees/ha)

Volume*1

(m3/ha)

Mean annual 
increment
(m3/ha/yr)

30 1 4.8 3.6 4.2 1.6 979 2.1 2.2

30 2 10.5 8.5 10.8 6.5 852 21.2 10.6

30 3 14.3 13.0 16.7 11.0 787 55.7 18.6

30 4 17.0 16.6 21.3 14.6 747 95.1 23.8

30 5 18.9 19.3 24.7 17.4 719 132.6 26.5

30 6 20.5 21.3 27.2 19.7 699 165.1 27.5

30 7 21.7 22.7 28.8 21.6 683 191.9 27.4

30 8 22.8 23.6 30.0 23.2 671 213.3 26.7

30 9 23.6 24.3 30.8 24.6 660 230.1 25.6

30 10 24.4 24.7 31.3 25.7 652 243.1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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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m 부터 말구직경 20 cm가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재

장을 2.7 m로 하여 먼저 토막을 내고, 남은 부분이 2.7 m

의 합판용재로 절단이 불가능할 경우 합판으로 가공이 가

능한 최소 재장이 1.5 m이므로, 1.5 m의 길이로 다시 토막

을 내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용가능한 임목수확량을 다음

과 같이 산출하였다. 

Table 6에서, 유칼립투스 10년생 임분일 때 합판재로서

이용가능한 임목수확량은, 재장 2.7 m 원목 개수 473개/

ha, 재적 65.0 m3/ha이며, 재장 2.7 m 절동 후 남은 부분을

1.5 m로 절동한 원목 개수 36개/ha, 재적 3.0 m3/ha로 나타

났다. 따라서, 10년생 임분 이용가능 임목수확량은 합판용

원목 총 509개/ha, 68.0 m3/ha이며, 펄프로 이용되는 부분

은 말구직경 0 cm, 또는 6 cm 일 때 총 재적에서 합판용재

부분을 감해 주면 이용가능량이 될 것이다.

상기 이용가능 수확량 중 합판재로 이용할 때 재장을

2.7 m로 정하면, 이용가능 재적은 65.0 m3/ha로 전체 재적

의 약 30% 정도만 이용가능한 양으로 나오는데, 이는 합

판재의 기준을 말구직경 20 cm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수확표 상 10년생 평균직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카시아 10년생 임분일 때 합판재로서 이

용가능한 임목수확량은, 재장 2.7 m 원목 개수 743개/ha,

재적 93.1 m3/ha이며, 재장 2.7 m 절동 후 남은 부분을

1.5 m로 절동한 원목 개수 69개/ha, 재적 3.6 m3/ha로 나타

났다. 따라서, 10년생 임분 이용가능 임목수확량은 합판

용 원목 총 812개/ha, 96.7 m3이며, 펄프로 이용되는 부분

은 말구직경 0 cm, 또는 6 cm 일 때 총 재적에서 합판용재

부분을 감해 주면 이용가능량이 될 것이다.

상기 분석에서 보듯이 칼리만탄지역 조림지에서 조림

후 10년생인 유칼립투스와 아카시아의 이용가능한 원목

생산량을 계산한 결과, 아카시아 조림지에서 더 많은 원

목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를 해외조림 관

련한 경영자는 의사결정에 있어 주지하여야 할 하나의 기

준이라 생각되나, 임목의 용도, 목재구조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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