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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숲가꾸기 작업에서의 산물수집 작업방법 중 플라스틱수라를 이용한 인력집재작업과 트랙터부착형

집재기(춘천집재기)를 이용한 집재작업, 타워야더(RME-300T)를 이용한 집재작업의 작업공정과 작업비용을 분석하였

다. 조사지 3개소에 대한 평균 집재재적은 각각 0.67 m3/일·인, 3.8 m3/일·인, 7.3 m3/일·인으로 나타났으며, ha당

집재재적이 60 m3일 때, 수라 및 가선의 설치·해체 시간을 포함한 집재작업시간은 각각 20일 2시간, 7일 1시간 21

분, 3일 4시간 27분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비용을 분석한 결과, 단위재적(m3)당 집재비용은 각각 104,448원/m3, 29,968

원/m3, 23,032원/m3로 나타났으며, ha당 집재재적이 60 m3일 때의 수라 및 가선 설치·해체시간을 포함한 작업비용

은 각각 7,429,173원/ha, 2,431,573원/ha, 1,610,672원/ha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yarding productivity and cost of the man-power operation

by plastic chute, the yarding operation by yarder attached in tractor (Chuncheon Tower-yarder) and yarding

operation by Tower-yarder (RME-300T) in forest tending operation. As result of average yarding timber volume

was 0.67 m3, 3.8 m3 and 7.3 m3 per day and man, respectively. And, when an yarding timber volume was 60

m3/ha, the total yarding time including setting up and dismantling time of the plastic chute and yarding line was

20 days and 2 hours, 7 days and 1 hours and 21 minutes, 3 days and 4 hours and 27 minutes, respectively.

The operation costs were 104,448 won/m3, 29,968 won/m3 and 23,032 won/m3, respectively. And, when yarding

timber volume was 60 m3/ha, the total operation cost including setting up and dismantling time of the plastic

chute and yarding line was 7,429,173 won/ha, 2,431,573 won/ha and 1,610,672 won/ha, respectively.

Key words : forest management operation, yarding productivity, yarding cost, plastic chute, Tower-yarder

서 론

현재 우리나라 산림의 대부분이 1970~80년대 집중 녹

화된 침엽수 단순림으로, III, IV영급의 나무가 약 67% 정

도 차지하고 있다(산림청, 2009a). 이는 성장이 왕성한 청·

장년기로 숲가꾸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가꾸어 주어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대

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편익

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생태적 숲가꾸

기 사업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이 시작되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1단계 5

개년 계획인 92만ha 보다 많은 125만ha를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 2008a). 

그러나, 2008년의 숲가꾸기 실적과 산물수집의 현황을

보면 총 377.6천ha의 숲가꾸기 사업 중 산물수집은 22.1

천ha로 약 6% 정도만이 진행되고 있다. 산물수집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작업인력의 고령화와

인력위주의 집재작업, 임업기계 및 오퍼레이터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기계를 이용한 산물수집 비용의 과다

소요로 인해 목재가격보다 산물수집비가 커서 기계를 이

용한 산물수집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작업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용측면에서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산림청,

2008b; 2009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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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인력 및 기계를 이용한 집재작업 공정

과 비용 분석의 연구를 보면, 우보명 등(1990)은 이동식

타워 소형 케이블크레인(K-300)을 이용한 집재작업과 인

력을 이용한 집재작업을 비교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였고,

박종명(1997)은 작업량에 따른 최적의 경제적인 집재기계

선택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차두송 등(1997)은 체인톱에 의

한 인력 벌도·조재작업시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송태영 등(1994)은 자동지타기에 의한 가지치기 작업의

능률을 규명하였으며, 송태영 등(1998)은 궤도형 집재차

의 집재작업방법에 따른 작업비용의 비교연구를 하였다.

강건우(1999)는 회귀식을 이용하여 체인쏘를 사용한 소나

무 간벌작업에서의 생산성을 산출하였고, 강건우와 김재

원(1999)은 우리나라 간벌림에서의 인력집재 작업방법을

분석하고 그 생산 공정을 구명하였다. 

산림청(2000)에서는 목상의 영업실태 분석을 통하여 벌

채생산비 및 유통 이윤에 대하여 규명한 바 있다. 박상준

(2002)은 트랙터부착 집재기인 HAM200 타워집재기 및

FARMI 윈치집재기의 집재작업공정을 분석하였고, 박상

준과 함영철(2002)은 연구 개발된 굴삭기형 타워집재기

및 원목집게톱의 작업능률과 작업비용을 분석하였다. 또

한 박상준(2004ab)은 타워야더(RME-300T)의 열상간벌작

업에서 집재작업공정과 집재작업시스템, 집재작업시간을

분석하였고, 집재작업시스템과 적정 가설간격, 적정 가로

집재거리 및 집재거리를 분석하였다. 한원성 등(2008)은

트랙터 부착형 집재기(춘천집재기)를 이용한 집재작업에

서의 집재작업생산성 및 비용을 분석하였다. 

집재작업 공정 및 비용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실시되

었으나 최근 숲가꾸기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 숲가

꾸기 산물수집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산물수집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의 산물수집 작업 중에서 플라스틱 수라를 이용한 인

력집재와 국내에서 개발 된 트랙터 부착 집재기인 춘천집

재기, 일본 오이까와사의 임내차 탑재형 타워야더인 RME-

300T에 의한 산물집재작업 공정 및 비용을 분석하여 숲가

꾸기 사업에서의 산물수집에 대한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

감과 작업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 및 방법

1. 조사지의 개요

본 연구에서의 조사지역은 현재 숲가꾸기 산물수집 작

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청군, 봉화군, 진안군 등의 3지역

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지 1~3으로 구분하였다.

각 조사지의 개요는 Table 1과 같다.

1) 조사지 1

조사지 1은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우사리 33-1번지의

숲가꾸기 산물수집 작업 현장으로 사업계획 면적 250 ha

인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을 목적으로 한 숲가꾸기 간벌작

업지이며, 간벌율은 50%이고, 조사지의 평균경사는 완경

사지로 15o미만 이며, 임상은 대부분 리기다소나무로 평

균 영급 III영급인 침엽수 인공림지역이다. 임목의 평균 수

고는 14 m, 평균 흉고직경은 16 cm 이다. 

2) 조사지 2

조사지 2는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현동경영구

7임반 3소반의 숲가꾸기 산물수집 작업 현장으로 조사지

의 숲가꾸기 사업 대상면적은 37.3 ha이고, 목표임상은 우

량 대경재 생산으로 임상은 혼효림인 인공림 임지이다. 임

지 경사는 급경사지로 20~25o이며, 간벌률 40%, 평균 영

급 IV영급, ha당 평균 축적 130.1 m3/ha, 평균 수고 17

Table 1. Investigated location.

Item
Contents

location 1 location 2 location 3

Investigated location
Woosa-ri Chahwang-myeon, 

Sanchung-gun, Gyeongsangnam-do
Daehyeon-ri, Sukpo-myeon, 

Bonghwa-gun, Gyeongsangbuk-do 
Geoseok-ri, Bugwi-myeon,

Jinan-gun, Jeollabuk-do 

Total area 250 ha 37.3 ha 2.0 ha

Average slop 10~15o 20~25o 20~25o

Origin of forest Plantation Plantation Plantation

Forest type Coniferous forest Mixed forest Mixed forest

Species Pinus rigida Pinus densiflora Larix kaempferi

Average age class III IV IV

Average height 14 m 17 m 23 m

Average diameter 16 cm 16 cm 22 cm

Average growing stock - 130.1m3/ha 156.9 m3/ha

Ratio of thinning 5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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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평균 흉고직경 16 cm 이다.

3) 조사지 3

조사지 3은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산 92의 숲

가꾸기 산물수집 작업현장으로 혼효림의 낙엽송 인공림

지역이며, 사업 대상면적은 2.0 ha 이다. 임지경사는 급경

사지로 20~25o이며, 간벌율 50%, 평균 영급 영급, ha당 평

균 축적 156.9 m3/ha, 평균 수고 23 m, 평균 흉고직경 22

cm 이다.

2. 조사에 사용된 집재기계 및 집재작업시스템의 개요

1) 조사지 1

조사지 1에서 사용된 집재장비는 Figure 1과 같이 플라

스틱수라로서 이는 소경 간벌지에서 임목의 집재를 중력

에 의해 실시하며, 인력위주의 작업으로 집재가능거리는

최대 300 m, 집재가능 최대 원목직경은 30 cm이다(국립

산림과학원, 2008). 

본 조사지의 집재작업시스템은 체인톱으로 벌목 후 약

1.2 m 단목의 길이로 조재하고 플라스틱 수라를 이용하여

집재 한 후 집재목 쌓기 작업을 실시하였다. 수라는 지형

의 영향으로 2개로 나누어 설치되었으며, 상부의 수라는

12개, 하부의 수라는 3개로 구성되었다. 수라 I개의 길이

는 4 m로, 상부집재거리는 48 m, 하부집재거리는 12 m

이며, 벌목 모으기 거리 20 m, 상부수라 하부수라 사이의

거리 10 m, 하부수라에서 집재장까지 거리 10 m로 총 집

재거리는 100 m 이고, 집재 폭은 20 m 이다. 작업인원은

총 7인 1조(남성 3명, 여성 4명)로 체인톱 작업 1명, 수라

집재작업 6명으로 집재작업에 소요된 인원은 6명이다. 

2) 조사지 2

조사지 2에서 사용된 집재기계는 Figure 2와 같이 트랙

터 부착형 춘천집재기로서 이는 50~80 마력급 트랙터에

부착가능하고, 집재타워는 2.5 m에서 4.2 m까지 유압식으

로 신축이 가능하다. 견인력은 최대 1.0톤이고, 윈치드럼

은 스카이라인용, 견인용 및 되돌림용 3개로 구성되어있

으며, 최대집재거리는 200 m 이다(국립산림과학원, 2008).

본 조사지의 집재작업시스템은 먼저 체인톱에 의한 선

행 벌목작업 실시 후 트랙터 부착형 집재기(춘천집재기)

에 의해 전목 하향집재 작업이 실시되었고 최대 가선거리

는 약 100 m, 최대 가로집재거리는 약 15 m이다. 집재된

전목은 우드그랩에 의해 옮겨져 체인톱으로 조재 및 가지

치기를 실시하였다. 집재작업 인원은 쵸킹수 3명, 기계수

(operator) 1명, 짐풀기 1명으로 5인 1개조 이며, 우드그랩

기사 1명, 조재작업 1명을 포함하면 총 7인 1개조로 구성

되었다. 

3) 조사지 3

조사지 3에서 사용된 집재기계는 Figure 3과 같이 타워

야더 RME-300T이며, 이는 일본 Oikawa사에서 개발 제작

된 기계로서 임업전용 임내차에 탑재한 가선집재기계이

Figure 1. Man-power operation by plastic chute.

Figure 2. Yarder attached in tractor (Chuncheon tower-
yarder). 

Figure 3. Tower-yarder (RME-30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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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차량은 6륜구동이고 타워는 6각 컬럼방식이며 2

단 신축/기복식으로 높이는 5~9 m 이고, 윈치드럼은 스카

이라인용, 견인용, 되돌림용 3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최대

집재거리는 200 m, 윈치견인력 최대 1.5톤, 윈치 견인속

도는 최대 220 m/분이다(국립산림과학원, 2008).

본 조사지의 집재작업시스템은 체인톱에 의한 선행 벌

목작업 실시 후 대부분 가지치기작업을 실시하여 타워야

더(RME-300T)에 의한 전간재 및 전목 상향집재 작업이

실시되었다. 최대 가선거리는 150 m 이고, 최대 가로집재

거리는 약 15 m 이다. 집재된 전간재는 우드그랩에 의해

옮겨져 체인톱으로 조재를 실시하였다. 집재작업 인원은

쵸킹수 2명, 기계수(operator) 1명으로 3인 1개조이고, 우

드그랩 기사 1명으로 총 작업인원은 4인 1개 조로 구성되

었다. 기계수(operator)가 짐풀기 작업도 했으며, 우드그랩

기사가 체인톱으로 조재작업을 하였다.

3. 조사 및 분석방법

1) 조사 방법

조사지 1과 2, 3의 요소작업시간 측정을 위해 스톱워

치(Stop-watch)를 이용한 연속작업 측정법을 실시하였고,

조사지 1의 집재량, 집재거리 등의 인자는 요소작업시간

측정 중에 조사하여 야장에 기입하였다. 또한 조사지 2

및 3의 집재거리와 가로집재거리, 집재량, 집재목의 흉

고직경(DBH) 등의 인자는 별도로 조사하여 분석에 사

용하였다.

2) 작업공정 분석방법

각 조사지의 작업공정 분석에서 조사지 1의 플라스틱수

라를 이용한 인력집재의 경우 100 m 집재거리의 평균인

50 m 거리에서의 집재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위해 하

부수라집재에 소요된 시간을 제외하여 평균집재시간 및

1일 작업량을 산출하였고, 조사지 2 및 3은 연속시간측정

후 이를 종합하여 총 작업시간 및 1사이클당 평균집재시

간을 산출하였다. 또한 집재목의 길이 및 흉고직경, 집재

본수를 이용하여 집재재적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일

집재재적을 산출하였으며, ha당 집재재적과 ha당 집재시

간은 1일 집재재적과 1일 총 작업시간을 바탕으로 비례식

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3) 집재작업비용 분석방법

집재작업비용의 계산은 우보명(1990)과 Sundberg(1988)

가 사용한 계산방법을 이용하였다.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정액법(fixed instalment method)으로 식 (1)과 같으며, 이자

는 투자평균가치(AVI; Average Value of yearly Investment

over its entire economic life)를 사용하였고 식 (2)와 같다.

또한, 시간당 이자로 들어가는 비용은 식 (3)과 같다.

 • (1)

 • (2)

 • 시간당 이자로 들어가는 비용

 =AVI×이자율/연간가동시간 (3)

여기서, D는 시간당 감가상각비, P는 기계구입비, S는 잔

존비용(기계구입비의 10%), N은 내용시간이며, 비용계산

에 사용된 기초인자들은 산림청 재정사업 품셈조사 연구

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집재장비별 작업비용계산에서 사용

된 것을 참고하였으며, 연료비는 한국석유공사의 2009년

10월 11일 자의 평균유가를 기준으로 하였고, 인건비는 대

한건설협회의 2009년 상반기 적용임금보고서를 참고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작업공정 분석

1) 조사지 1

(1) 1구역당 집재작업 공정분석

산물 집재작업 조사 작업시간은 56분 03초이며 주체작

업시간이 52분 11초로 총 작업시간의 대부분인 95.3%를

차지했고, 부대작업시간이 3분 52초로 총작업시간의 4.7%

를 차지했다. 1일 평균집재재적은 약 4 m3, 1일 1인 집재

재적은 약 0.67 m3/일·인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마상규 등, 1997) 플라스틱수라에 의한 인력집

재작업 공정인 1일 1인 작업추정량 1.01 m3/일·인 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숲가꾸기 사업이 공공근로사

업으로 작업자의 50% 이상이 60~70대의 여성으로 오전

과 오후의 작업량이 다르고 휴식시간도 좀 더 많아 본 조

사지의 집재재적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 1 ha당 집재작업 공정분석

플라스틱수라의 설치 및 해체 시간은 3인 1조로 플라스

틱수라 10개 설치 및 해체 시 약 4시간이 소요 되었다. 집

재거리 100 m, 집재폭 20 m 인 작업지에 20개 수라를 설

치한다고 하면 약 8시간이 소요되며, 1 ha 집재시의 수라

설치 및 해체 시간은 약 32시간, 즉 1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약 5일 2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ha당 집재

재적에 따른 작업시간은 Table 2와 같다.

2) 조사지 2

(1) 1구역당 집재작업 공정분석

산물 집재작업 조사시간은 141분 9초이고 총 작업 사이

클은 29 사이클, 사이클당 평균 집재시간은 3분 24초로 나

타났다. 주체작업시간은 98분 46초로 70%를 차지했으며,

부대작업시간은 42분23초로 30%를 차지했다. 1일 총 집

재재적은 약 19.1 m3/일, 1일 1인 집재재적은 3.8 m3/일·

인으로 기존의 연구결과(박상준, 2002)인 트랙터 부착형

D P S N⁄–=

AVI P S–( ) N 1+( ) 2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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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재기(HAM200)의 1일 1인 집재재적인 10.5 m3/일·인

보다 1/3정도의 낮은 집재재적량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조

사지의 1본당 평균 임목재적이 0.15 m3로 기존 연구 결과

의 편백림 인공조림지역 1본당 평균 임목재적 0.31 m3과

2배정도 차이나는 점과 작업인원이 본 조사에서는 5인 1

개조이고,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는 3인 1개조로 1일 1인당

집재재적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1 ha당 집재작업 공정분석

트랙터 부착형 집재기(춘천집재기) 가선 설치 및 해체

시간은 4인 기준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되었으며, 1구역당

집재거리가 약 100 m 폭이 약 30 m 이었으므로 1 ha당

트랙터 부착형 집재기(춘천집재기) 가선 설치 및 해체는

약 3회로 총 10시간 30분 즉, 1일 6시간 작업을 기준 약 1

일 4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의 ha

당 평균 임목축적은 130.1 m3/ha이고 간벌율이 40%이므

로, ha당 집재재적은 52 m3/ha이다. 따라서 1ha 집재 시간

은 약 2일 4시간 2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므로 트랙터 부착형 집재기(춘천집재기) 가선 설치 및 해

치 시간을 포함한 1 ha 집재 총 작업시간은 약 4일 2시간

5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a당 집재재적에

따른 작업시간은 Table 2와 같다.

3) 조사지 3

(1) 1구역당 집재작업 공정분석

산물 집재작업 총 집재시간은 533분 44초, 총 집재 사

이클은 93 사이클, 총 집재재적은 34.4 m3, 사이클당 평균

집재시간은 5분 44초로 나타났다. 주체작업시간은 246분

46초로 74.3%를 차지하였고, 부대작업시간은 85분 09초

로 25.7%를 차지했다. 1일 총 집재재적은 약 21.9 m3/일이

고, 1일 1인당 집재재적은 7.3 m3/일·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박상준, 2004a)의 타워야더(RME-

300T)에 의한 집재작업시스템 분석에서 1일 1인당 평균

집재재적이 5.25 m3/일·인으로 본 조사의 1일 1인당 집

재재적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집재목의 크기 차이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사지와 비슷한 집재목의 크

기의 연구결과(박상준, 2002)인 트랙터 부착형 집재기

(HAM200)의 1일 1인 집재량 10.5 m3/일·인과 트랙터 부

착형 윈치(FARMI)에 의한 1일 1인 집재량 9.6 m3/일·인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조사지의 집재거리가 멀어

서 집재작업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1 ha당 집재작업 공정분석

타워야더(RME-300T) 가선 설치 및 해체 시간은 3인 기

준 약 3시간이 소요되었으며, 1구역당 집재거리가 약 150

m, 집재폭이 약 30 m 이므로 1 ha당 타워야더(RME-

300T) 가선 설치 및 해체는 약 2회로 총 6시간 즉, 1일 6

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면 약 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조사지의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156.9 m3/ha이고

간벌률이 50%이므로 집재재적은 78.5 m3/ha이다. 따라서

1 ha 집재 시간은 약 3일 3시간 4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1 ha당 타워야더(RME-300T) 가선 설

치 및 해체 시간을 포함한 집재 총 작업시간은 약 4일 3

시간 4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a당 집재

재적에 따른 작업시간은 Table 2와 같다.

2. 작업비용 분석

1) 조사지 1

플라스틱수라를 이용한 인력집재의 작업비용산출 기본

인자 및 비용산출내역은 Table 3과 같고, 작업원의 구성은

Table 2. The total yarding time with timber volume per ha in the study sites. 

Site
No.

Yarding
distance

Timber volume per ha

20 m3 40 m3 60 m3 80 m3 100 m3

1 0~100 m
10 days and 
2 hours

15 days and
2 hours

20 days and
2 hours

25 days and
2 hours

30 days and
2 hours

2 0~100 m
5 days and
47 minutes

6 days and
1 hours and
04 minutes

7 days and
1 hours and
21 minutes

8 days and
1 hours and
38 minutes

9 days and
1 hours and
55 minutes

3 0~150 m
1 days and
5 hours and
29 minutes

2 days and
4 hours and
58 minutes

3 days and
4 hours and
27 minutes

4 days and
3 hours and
56 minutes

5 days and
2 hours and
25 minutes

Notes) 1) Including setting up and dismantling time.
            2) Productive time per a day is 6 hours.

Table 3. Calculation of operation cost for man-power operation
by plastic chute.

Classification Items Unit Value

Basic factor

Operation hours per day hr 6

Daily wage of Operator
Daily wage of Ground crew
Daily wage of Assistant worker

won/day
won/day
won/day

95,508
84,686
66,622

The cost 
per one hour

Total labor wage per time won/hr 69,632

Total yarding cost per time won/hr 6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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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부 1명, 보통인부 5명으로 1일 집재작업 총 비용은

417,795원/일이고, 시간당 집재비용은 69,632원/hr이다. 1

m3당 집재비용은 104,448원/m3로 산출되었고, 플라스틱수

라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의 작업원 구성은 특별인부 1명,

보통인부 2명으로 ha당 설치 및 해체 작업시간이 5일 2시

간으로 1,162,293원/ha 소요되었으며, 플라스틱수라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 ha당 집재재적에 따른 집재비용의

산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2) 조사지 2

트랙터 부착형 집재기(춘천집재기)의 작업비용 분석을

위해 사용된 기초인자와 기계비용은 Table 4와 같다. 시간

당 집재 비용은 시간당 감가상각비 9,000원/hr, 자본이자

3,125원/hr, 수리유지비 6,300원/hr, 연료비 16,639원/hr, 총

Table 4. Calculation of operation cost for yarder attached in tractor (Chuncheon tower-yarder). 

Classification Items Unit Values

Basic factor

Purchase price Won 60,000,000

Using years Years 6

Salvage value Won 6,000,000

Life in hours hr 6000

Operating hours per day hr 6

Actual using time per year hr 1200

Annual interest rate % 10

Fuel consumption per day L/hr 9.2

Coefficient of lubricant 0.29

Oil price per one liter Won/L 1,402

Coefficient of maintenance and repair 0.7

Daily wage of Operator
Daily wage of Ground crew
Daily wage of Assistant worker

Won/day
Won/day
Won/day

95,508
84,686
66,622

The cost per one hour

Depreciation cost Won/hr 9,000

Interest Won/hr 3,125

Repair & Maintenance cost Won/hr 6,300

Fuel & Lubricant cost Won/hr 16,639

Total labor wage per time Won/hr 60,333

Total yarding cost per time Won/hr 95,397

Table 5. Calculation of operation cost for tower-yarder (RME-300T).

Classification Items Unit Value

Basic factor

Purchase price Won 150,000,000

Using years Years 8

Salvage value Won 15,000,000

Life in hours hr 8,000

Operating hours per day hr 6

Actual using time per year hr 1200

Annual interest rate % 10

Fuel consumption per day L/hr 5

Coefficient of lubricant 0.38

Oil price per one liter Won/L 1,402

Coefficient of maintenance and repair 0.7

Daily wage of Operator
Daily wage of Ground crew
Daily wage of Assistant worker

Won/day
Won/day
Won/day

95,508
84,686
66,622

The cost per one hour

Depreciation cost Won/hr 16,875

Interest Won/hr 7,578

Repair & Maintenance cost Won/hr 11,813

Fuel & Lubricant cost Won/hr 9,674

Total labor wage per time Won/hr 38,125

Total yarding cost per time Won/hr 8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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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임금 60,333원/hr이고, 시간당 총 비용은 95,397원/hr

으로 1일 집재작업의 총 비용은 572,382원/일으로 산출되

었다. 또한 단위재적(m3)당 집재작업비용은 약 29,968원/

m3로 산출되었다. 본 분석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한원성,

2008)인 트랙터 부착형 집재기(춘천집재기) 상향집재 작

업 14,119원/m3 보다 2배 정도 높았으며, 이는 본 조사지

의 작업인원이 1명 더 많고 집재재적도 차이가 있어 m3당

작업비용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원의 구

성과 작업지의 환경에 따라 작업비용도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작업지의 환경에 따라 투입인원과 기계의 선

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랙터 부착형 집재기(춘천집재기)의 가선 설치 및 해

체 작업의 작업원 구성은 기계수(operator) 1명, 보통인부

4명으로 ha당 설치 및 해체 작업비용은 약 633,493원/ha

소요되었으며, 트랙터 부착형 집재기(춘천집재기) 가선 설

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 ha당 집재재적에 따른 집재비

용 산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3) 조사지 3

타워야더(RME-300T)의 작업비용 분석을 위해 사용된

기초인자와 기계비용은 Table 5와 같다. 시간당 감가상

각비 16,875/hr, 자본이자 7,578원/hr, 수리유지비 11,813

원/hr, 연료비 9,674원/hr, 총 인부임금 38,125원/hr 이고

, 시간당 총 비용은 84,065원/hr으로 1일 집재작업의 총

비용은 504,390원/일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단위재적(m3)

당 집재작업비용은 약 23,032원/m3로 산출되었다. 본 분

석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산림청, 2000)인 굴삭기 우드

그랩과 영운기에 의한 집재작업 임목수확결과인 72,750

원/m3 보다 낮다. 이는 타워야더(RME-300T)의 임목집

재작업이 임지훼손을 줄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효

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타워야더(RME-300T)의 가선 설치 및 해체 작업의 작업

원 구성은 기계수(operator) 1명, 보통인부 2명으로 ha당

설치 및 해체 작업시간이 약 1일으로 약 228,752원/ha 소

요되었으며, 타워야더(RME-300T) 가선 설치 및 해체 작

업을 포함한 ha당 집재재적에 따른 집재비용 산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결 론

우리나라의 숲가꾸기 작업에서 산물수집 작업방법인 플

라스틱수라를 이용한 인력집재작업과 트랙터부착형 집재

기(춘천집재기)를 이용한 집재작업, 타워야더(RME-300T)

를 이용한 집재작업의 작업공정과 작업비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지 3개소에 대한 플라스틱수라를 이용한 인력집

재작업과 트랙터부착형 집재기(춘천집재기)를 이용한 집

재작업, 타워야더(RME-300T)에 의한 집재작업에서 평균

집재재적은 각각 0.67 m3/일·인, 3.8 m3/일·인, 7.3 m3/

일·인으로 나타났다. 

2. ha당 집재재적이 60 m3일 때 수라 및 가선의 설치·

해체 시간을 포함한 플라스틱수라를 이용한 인력집재작

업와 트랙터부착형 집재기(춘천집재기)를 이용한 집재작

업, 타워야더(RME-300T)에 의한 집재작업에서의 집재작

업시간은 각각 20일 2시간, 7일 1시간 21분, 3일 4시간 27

분로 나타났다. 

3. 조사지 3개소에 대한 플라스틱수라를 이용한 인력집

재작업과 트랙터부착형 집재기(춘천집재기)를 이용한 집

재작업, 타워야더(RME-300T)에 의한 집재작업에서 작업

비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위재적(m3)당 집재비용은 각

각 104,448원/m3, 29,968원/m3, 23,032원/m3로 나타났으며,

ha당 집재재적이 60 m3일 때의 수라 및 가선 설치·해체

시간을 포함한 작업비용은 각각 7,429,173원/ha, 2,431,573

원/ha, 1,610,672원/ha으로 나타났다. 

4. 따라서, 숲가꾸기 산물수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계화가

더욱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임업기계화

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임업기

계 및 작업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과 기계수(operator)의 교

육 및 훈련도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작업조건에서 작업공정 및 비용을

더욱 조사 분석하여 집재기계 및 작업방법별 효율성 비교

Table 6. The total yarding cost with timber volume per ha in the study sites.  (Unit : won)

Site
No.

Yarding
 distance

Timber volume per ha

20 m3 40 m3 60 m3 80 m3 100 m3

1 0~100 m 3,251,253 5,340,213 7,429,173 9,518,133 11,607,093

2 0~100 m 1,232,853 1,832,213 2,431,573 3,030,933 3,630,293

3 0~150 m 689,392 1,150,032 1,610,672 2,071,312 2,531,952

Notes) 1) Including setting up and dismantling cost
            2) Productive time per a day is 6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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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보완연구가 더욱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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