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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퍼지선형계획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내의 장기목재공급 잠재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생산계획

수립을 위한 수식모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총 목재생산량의 극대를 목적함수로 설정하였으며, 제약조건으로는 벌채허

용면적, 보속수확 등을 고려하였다. 선형계획법과 퍼지선형계획법의 비교 결과 목재생산량 및 입목축척의 관점에서

선형계획법이 퍼지 선형계획법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형계획법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속수확을 달성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속성을 고려한 목재공급 잠재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퍼지선형계획법을 적용하는 것

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결과 국내 연간 목재공급 잠재량은 약 10.5백만m3으로 추정되었다. 각 지역별 연

간 목재공급 잠재량은 경상북도가 가장 많고, 전라남도, 강원도, 그리고 경상남도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potential of domestic long-term wood supply by using

fuzzy linear programming (FLP). In order to construct a numerical formula model, maximization of total timber

production was used for the objective function. Size limit of harvesting and sustained yield were used as the

constraints. The results of comparison between LP and FLP were shown that LP is more suitable than FLP in

terms of the amount of timber production and final forest stock. However, as long-term sustained yield was

limitedly achieved by using LP, FLP was more desirable for prediction of potential wood supp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tential of annual domestic wood supply was estimated about 10.5 million cubic

meters. Gyeong buk, Jeon nam, Gangwon and Gyeong nam province were highly ranked in order of provincial

potential of wood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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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산림녹화를 바탕으로 산림자원화

계획을 통해 조림위주의 정책에서 육림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산림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산림청,

2008). 그 결과 III, IV영급 산림이 전체 산림의 66%를 차

지해하는 등 대부분의 산림이 점차 벌기령에 도달하고 있

어 앞으로 수확벌채를 통한 본격적인 목재이용이 기대되

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산림청에서는 목재의 안정

적 수급 및 우량 목재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2005년 전국

450개 단지로 이루어진 292만ha의 산림을 경제림 육성단

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산림청, 2007). 또한 숲가꾸

기 산물수집을 확대하고 목재펠릿 제조기반을 마련하여

산림자원의 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을 마련하고 있

다. 따라서 산림 여건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의지를 뒷

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내 목재생산 잠재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산림사업량을 제시하고 목재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목재생산 잠재력을 예측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손영모 등(2007)은 임업통

계연보 및 산림기본통계를 이용하여 전국의 바이오매스

와 연간 생산가능한 바이오매스를 추정한 바 있으며, 이

준표 등(2008)은 산림기본통계를 바탕으로 현재의 임업여

건 및 임업기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 잠재자원량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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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영급구조를 바탕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잠재량 평

가을 평가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III, IV영급의 장령림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신규조림의 축

소로 I, II영급의 점유면적이 감소하여 무분별한 생산계획

을 통해 목재를 공급할 경우 향후 지속적인 목재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목재자원의 지속적인 공

급을 위해서는 최적화 기법의 적용을 통해 현재의 불균형

적인 영급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원칙

을 달성할 수 있는 목재생산 잠재량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임업경영에 있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원칙을 달

성할 수 있는 목재수확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최

적화기법들이 이용되고 있다(Coutu and Ellertsen, 1960;

Kao and Brodie, 1979). 그 중에서도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 LP)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보

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법중의 하나이다(Johnson and

Scheurman, 1977). 그러나 선형계획모델의 확정적인 특성

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Mendoza 등(1993)은 산림시스템의 고유한 복잡성으로 인

하여 불완전한 정보 혹은 불확실한 요소들이 발생하므로

모델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델 내에 불확실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Thompson(1968)은 산림

경영에 있어서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론을 수립하기 위

하여 Bayesian 결정이론의 적용성을 검토하였고, Thompson

과 Haynes(1971)는 선형계획법에 주관적 확률개념을 도

입하여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확률적 모델은 무작위로 발

생하는 불확실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데는 적합하나 부정확

성이나 모호성 등의 불확실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데 부적

합하다(Mendoza et al., 1993). 이러한 이유로 퍼지(fuzzy)

이론을 적용하여 불확실성을 보다 유연하게 고려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Zimmermann, 1977; 원현규와 우

종춘,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목재공급 잠재력을

예측하는데 있어 퍼지선형계획법(Fuzzy linear programming:

FLP)을 적용함으로써 목재생산 계획 수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불확실성과 퍼지이론

최적화기법을 이용한 목재의 공급계획은 재적생산, 벌

채허용면적, 영급분포 등의 다양한 제약조건을 충족시키

는 최적해를 구함으로써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조

건들은 확정적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을 내

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림경영계획에서 흔히 사용되는

개념인 “보속성”인 경우, 어느 수준까지가 보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기존

의 엄격한 제약식에서는 직전분기 벌채량을 기준으로 변

동 허용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보속성을 간접적으로 고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벌채량이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할 뿐 벌채량의 변동이 작을수록 바람직하다

는 뜻을 포함할 수 없다(정충영, 1997). 퍼지이론은 이러

한 자연언어나 인공언어가 내포하는 애매모호(fuzzy)한 의

미를 정량적으로 다룸으로써 의사결정에 있어 불확실성

을 고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퍼지이론에서는 소속의 정도가 애매모호하여 부정확하

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집합을 멤버십 함수의 형태로 정

의할 수 있다. 즉, 부분집합 A에 대한 소속함수 µ
A
(x)는 전

체집합 X로부터의 폐구간 [0, 1]의 한 사상(mapping) 멤버

십 함수라 하고 식(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멤

버십 함수는 전체집합 X의 각 원소가 A에 속하는 정도나

적합성의 정도에 따라 [0, 1]의 원소를 값으로 매기는 함

수이며, 특정 원소가 그 집합에 완전히 속할 때는 1, 완전

히 속하지 않을 때는 0, 그리고 그 중간에 있을 때는 집합

의 소속정도에 따르는 수치를 취하게 된다. 

(1)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및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을 연구대상지로 선

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63.9%에 해당하는 6,375

천ha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8년 기준 총 임목

축적은 659백만m3으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산림청, 2009a). 그러나 이러한 산림자원은 현재의 임업

경영기반과 산림시업 및 산물수집기술 등의 여건을 고려

할 때 일부만 목재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목재공급 잠재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각종 보

안림, 채종림, 사방지 등의 시업제한지와 벌채 및 집재상

의 어려움 혹은 과다한 비용으로 인하여 목재생산이 어려

운 지역 등이 제외될 필요가 있다(B.C. Ministry of

Forests, 1999; Hetsch, 2008; Masera et al., 2006). 

선행연구로서 국립산림과학원(2010)에서는 지리적 여

건 및 임업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목재생산

가능지와 자원량을 예측한 바 있다(Table 1). 그 결과에 의

하면, III~VI영급이 목재생산 가능지의 약 82%를 차지하

고 있어 수확벌채를 통한 본격적인 목재이용이 기대되는

한편, III, VI영급의 장령림에 편중된 불균형적인 영급구

조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 목재생산 가능

지 면적은 지역에 따라 최소 183천ha에서 최대 577천ha까

지 차이를 보이는 등 입목자원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

µ
A

| X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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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역별 산림자원 현황을 고려한 목재생산계획의 수립

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립산림과학원

(2010)의 결과를 이용해 목재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

능한 산림경영을 달성할 수 있는 목재생산 잠재력을 예측

하였다.

2. 경영변수 설정

목재생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산림구획, 임상, 영급을

의사결정변수로 고려하였다. 우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

외한 전국 8개 도의 행정경계를 기준으로 산림을 구획하

였다. 임상은 수확표의 적용이 가능한 수종으로 소나무, 잣

나무, 낙엽송, 리기다, 활엽수, 혼효림의 6개 임상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소나무는 지역에 따라 중부지방소나무와 강

원지방소나무로 구분하여 재적을 산출하였으며, 활엽수는

신갈나무로, 혼효림은 소나무와 신갈나무가 각각 50%씩

혼효된 임분으로 가정하여 재적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임

분수확표의 경우 정상임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

에(산림청, 2009b), 지역별 현실임분의 재적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따른 임분수확량의 보정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에 따른 현실임분의 생장특성

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2010)의 연구결과에

서 제시한 지역별 임분수확 추정식을 적용하여 재적을 산

출하였다. 

3. 선형계획 수식모형의 구성

목재생산량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현재의 임목생산체계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중·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세대들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하기 위한 산림시스템의 능력에 영속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목재생산계획은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체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목재생산의 극

대화, 영급구조의 개선, 보속수확, 벌채면적 제한 등의 문

제가 주요 관심사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

적화 기법 중에서 가장 넓게 이용되고 있는 기법중의 하

나인 선형계획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식 (2)~(8)과 같이 목

적함수와 제약조건으로 구성되는 기본 모델을 수립하였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재생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계획기간은 100년으로 설정하였고, 목재생산의 극대화를

목적함수로 설정하였다. 

Max (2)

Subject to

(3)

(4)

(5)

(6)

(7)

(8)

이 수식모형에서 VHp는 p분기의 목재생산량, hvijmnp는

행정구역 i지역의 수종 j를 m분기에 조림하여 n분기에 벌

채할 때 p분기의 목재량, CAijmnp는 행정구역 i인 지역에

수종 j를 m분기에 조림하여 n분기에 벌채할 때 p분기의

벌채면적, TCAijp는 행정구역 i, 수종 j인 지역의 p분기 총

벌채면적, ZAi는 행정구역 i의 면적,  α는 목재생산량의

허용 감소율, β는 목재생산량의 허용 증가율, cpip는 행정

구역 i의 p분기 벌채허용 비율을 의미한다. 

4. 퍼지선형계획 수식모형의 구성

앞에서 설계한 최적화모형은 전통적인 산림경영계획 수

립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경영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생태적·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확정적인 문제만을 고려하는 선형계획 모델

Z hvijmnp CAijmnp⋅( )

n 1=

npd

∑
m ax=

npd

∑
j 1=

nsp

∑
i 1=

nzm

∑
p 1=

npd

∑=

hvijmnp CAijmnp⋅( ) VHp–

m ax=

npd

∑
j 1=

npd

∑
i 1=

nsp

∑
p 1=

nzm

∑ 0= p∀

VHp 1 α–( ) VHp 1–⋅– 0≥ p∀

VHp 1 β+( ) VHp 0≥⋅–

CAijmnp TCAijp–

n 1=

npd

∑
m ax=

npd

∑ 0= i j p, ,∀

TCAijp cpij ZAi 0≤⋅–

j 1=

nsp

∑ i n,∀

CAijmnp 0≥ i j m n p, , , ,∀

Table 1. Area of forest land available for timber production with consideration of forest conditions in each province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0). 

Age class
Forest area in each province (1,000 ha)

GW GG CN CB JN JB GN GB Total

II 66 20 20 30 67 15 49 160 427

III 98 78 139 100 179 86 182 246 1.108

IV 70 72 79 72 132 83 101 139 748

V 32 11 4 7 4 9 11 29 107

VI 6 2 1 1 2 4 2 3 21

Total 272 183 243 210 384 197 345 577 2,411

*GW: Gangwon; GG: Gyeonggi; GN: Gyeong nam; GB: Gyeong buk; JN: Jeon nam; JB: Jeon buk; CN: Chung nam; CB: Chung 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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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상 보속수확 등의 문제들이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

성을 모델 내에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형계획모

델에 퍼지이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수식모형으

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λ (9)

Subject to

(10)

(11)

(12)

(13)

(14)

(15)

(16)

(17)

여기서, λ는 만족도, D는 총 목재생산량에 대한 지망수준,

는 목재생산량의 하한에 대한 변동허용폭, S는 분기

별 목재생산량에 대한 지망수준, 와 는 분기별

목재생산량의 하한 및 상한에 대한 변동허용폭을 의미한다.

5. 퍼지함수의 구성

퍼지함수의 형태는 선형증가(linear increasing), 선형감

소(linear decreasing), 삼각형(triangle), 마름모꼴(rhombus)

등이 있으며, 퍼지 집합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퍼

지함수를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1과 같이

총 목재생산량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선형

증가 퍼지함수를 채택하였고, 보속수확에 대한 불확실성

을 고려하기 위하여 삼각형 퍼지함수를 채택하였다. 퍼지

함수는 구간 값을 정의하고, 그 구간 값의 포함된 정도를

0과 1값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 구간 값은 주관적 또는

경험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목재생산

량에 대한 지망수준을 1,200백만m3, 변동허용폭을 900백

만m3으로 설정하였다. 보속수확의 경우 지망수준을 이전

분기 목재생산량으로 설정하고, 이전분기 목재생산량의

20%를 변동허용폭으로 적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구성한 선형계획모형과 퍼지선형계획모형

을 대상으로 최적해를 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목재생산 잠재력을 예측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것과 같

이 선형계획모델의 총 목재생산량은 1,030백만m3, 계획분

기말 입목축적량은 322백만m3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퍼

지선형계획모델에서는 총 목재생산량과 계획분기말 입목

축적량이 각각 966백만m3과 260백만m3으로 평가되어 선

형계획모델이 목재생산량과 입목축척량의 관점에서 상대

적으로 좋은 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속수확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인

LTSY(Long Term Sustained Yield)를 평가한 결과, 퍼지선

형계획은 보속수확을 달성하고 있으나 선형계획모델에서

는 달성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계획모델에서도 식 (4)-(5)와 같이 보속수확을 고려

하기 위한 제약조건식을 구성하여, Figure 2에서와 같이

분기별 벌채량이 직전분기 벌채량의 20%이내에 속하는

 hvijmnp CAijmnp⋅( ) VHp–

n 1=

npd

∑
m ax=

npd

∑
j 1=

nsp

∑
i 1=

nzm

∑ 0= p∀

VHp δh
min

λ⋅ D δh
min

–≥–

p 1=

npd

∑

VHp δs
max

λ⋅– S δs
max

–≥ p∀

VHp δs
min

+ λ⋅ S δs
min

+≥ p∀

CAijmnp TCAijp–

n 1=

npd

∑
m ax=

npd

∑ 0= i j p, ,∀

TCAijp cpip ZAi⋅–

j 1=

nsp

∑ 0≤ i∀

CAijmnp 0≥ i j m n p, , , ,∀

0 λ 1≤ ≤

δh
min

δs
min

δs
max

Figure 1. Membership function forms for forest uncertainty,  d
i
 : aspiration level; δ

i
 : subjectively chosen constants of admissible

violations.

Table 2. Optimized solutions resulted from each model.

Model
type

Modeling results

λ
Timber

(million m3)
Ending Inventory

(million m3)
LTSY

(million m3)

LP - 1,030 322 -

FLP 0.74 966 26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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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기별 벌채량의 범위가 최소 56

백만m3에서 최대 152백만m3으로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

여 보속성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애매함 혹은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퍼

지선형계획모델에서는 Figure 2에서와 같이 4분기 이후부

터 LTSY를 달성함으로써 보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효

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선형계획모델이 퍼지선형계획모델보다 계획기간동

안 벌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분기말 입목축적량

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Figure 2에서와 같

이 계획분기 초기에 퍼지선형계획모델에서 상대적으로 많

은 양의 벌채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3은 현재의 영급분포와 선형계획모델과 퍼지선

형계획모델을 통해 작성된 목재공급계획을 적용할 경우

의, 계획분기 말의 영급분포를 보여준다. 현재의 영급분포

는 III, IV영급의 장령림으로 편중되어 있으나, 계획기간

말의 영급분포에서는 III, IV영급의 비중이 감소하고, I, II

영급의 유령림 및 V영급 이상의 성숙림 점유면적이 늘어

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현재의 불균형적인 영급구조

를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영급구조로

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목재생산 잠재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목재

수급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적

인 관점에서의 보속수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LTSY조건을 충족시키는 퍼지선형계획

모형의 분석결과를 이용해 목재 생산 잠재력을 평가하

였다. Table 2에 제시된 퍼지선형계획모형의 LTSY는 105

백만m3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분기는 10년을 의미하므로

연간 목재공급 잠재량은 약 10.5백만m3으로 추정되었다.

각 지역에 대한 연간 목재공급 잠재량을 추정하기 위하

여 각 분기별 목재생산량의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

과가 Figure 4와 같이 나타났다. 연간 목재공급 잠재량은

경상북도가 2.2백만m3으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가 1.5백

만m3, 강원도가 1.3백만m3, 그리고 경상남도가 1.3백만m3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의 분기별 벌채면적은 Figure 5

와 같이 경상북도가 115,340 ha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가

76,884 ha, 경상남도가 68,905 ha, 강원도가 54,437 ha 순

으로 많게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목재공급 잠재력을 예측하는데

있어 퍼지 선형계획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목재생산 계획

수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해보고자 하였다.

생산계획 수립을 위한 수식모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총 목

Figure 2. Harvested volume over time periods in LP and
FLP model.

Figure 3. Distribution of age classes in current and after last
period. 

Figure 4. Potential wood supply in each province.

Figure 5. Cutover area over time periods in each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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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량의 극대화를 목적함수로 설정하였으며, 제약조건

으로는 벌채허용면적, 보속수확 등을 고려하였다.

선형계획과 퍼지선형계획 모형의 비교 결과, 선형계획

모형의 총 목재생산량은 1,030백만m3, 계획분기말 입목축

적량은 322백만m3으로, 퍼지선형계획모형에서는 총 목재

생산량과 계획분기말 입목축적량이 각각 966백만m3과 260

백만m3으로 평가되어 선형계획모형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선형계획모형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속수확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인

LTSY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퍼지선형계획모형을 적용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퍼지선형계획모형

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내의 연간 목재공급 잠재량

은 약 10.5백만m3으로 추정되었다. 각 지역에 대한 연간

목재공급 잠재량은 경상북도가 2.2백만m3으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가 1.5백만m3, 강원도가 1.3백만m3, 그리고 경상

남도가 1.3백만m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분기별 평균

벌채면적은 경상북도가 115,340 ha로 가장 많고, 전라남

도가 76,884 ha, 경상남도가 68,905 ha, 강원도가 54,437

ha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각 지역별

로 장기적 관점에서 목재생산계획을 작성하거나, 투입 노

동력, 조림사업 물량 등을 추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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