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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한 목재수확예측기법으로 면적가중치법(AW), 면적비율가중치법(ARW), 표본면적

변화율가중치법(SCRW)를 적용하여 전국 국유림의 산림경영계획 목표량 설정을 위한 벌채계획량을 추정하였다. 벌채계획

량 추정을 위한 산림면적은 산림기본통계의 2010년, 2015년의 영급별 국유림면적을 이용하였으며, 5년간의 산림면적변화

량을 벌채면적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AW, ARW, SCRW를 이용한 벌기령의 평균은 각각 5.41, 5.56, 5.37로 Ⅴ~Ⅵ영

급수준으로 산출되었다. 벌채면적은 각각 594,462 ha, 586,704 ha, 580,852 ha로 SCRW가 실제 면적변화량과 가장 유사하

였으며, Chi-square 검정도 SCRW이 가장 안정적으로 분석되었다. 산림경영계획의 목재수확예측을 위한 방법으로 SCRW

가 AW와 ARW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estimated planned felling volumes to set targets for management planning of nationwide 
country-owned forests. Estimates were made using timber harvest prediction methods that us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including area weighting (AW), area ratio weighting (ARW), and sample area change ratio weighting 
(SCRW). Country-owned forest areas in 2010 and 2015 were used to estimate planned felling volumes, as shown in 
basic forest statistics, and calculations were made assuming that the felling areas were the changes in the forest area 
over the 5-year period. For the age classes of Ⅴ-Ⅵ, the average felling ages for AW, ARW, and SCRW were 5.41, 
5.56, and 5.37, respectively, and the felling areas were 594,462, 586,704, and 580,852 ha, respectively, with ARW 
reaching closest to the actual changes. The actual changes in the areas and chi-squared test results were most stable 
with the SCRW method. This study showed that SCRW was more adequate than AW and ARW as a method to 
predict timber harvests for forest management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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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과거 산림경영은 법정사상에 기반을 두고 목재의 보속

적인 생산을 목표로 산림 경영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

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림이 가지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

과 편익들에 관심이 증대되면서 90년대 이후로는 산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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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 뿐만 아니라 생태적 안정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다(Lee et al., 2009). 

우리나라는 산림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제1차(1973년~1978

년), 제2차(1979년~1987년) 계획을 통하여 산림녹화에 성

공하였으며, 제3차(1988년~1997년), 제4차(1998년~2007

년) 계획을 통하여 산림자원화 및 국민의 의식변화에 성공

하였다. 또한 제5차(2008년~2017년) 계획을 통하여 산림

복지를 실현하여 산림의 대중화를 이루었으며, 현재 제6

차(2018년~2037년) 계획을 통하여 자원순환형 정책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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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산림을 가꾸고 누리는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Lee, 2013; KFS, 2018). 특히 국유림은 산림청의 적극적

인 관리로 인하여 2016년 산림기본통계 기준 단위 면적당 

축적량 163.3 m3/ha로 공유림(156.0 m3/ha)과 사유림(138.3 

m3/ha)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유림

의 면적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3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산림면적의 약 69.1%로 

영급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

여 적극적인 산림경영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An and 

Shin, 2004; KFS, 2016). 산림청은 2030년까지 국유림의 

면적을 약 32%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국유림

은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 증진과 함께 정부정책을 집약적

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2019년 산림청은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하였

으며, 국민의 요구에 따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휴양기

능 등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였다. 

국유림의 생태적 안정과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지

속적인 산림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목재자급률 증진을 위

한 안정적인 목재공급과 6차 기본계획의 주요 목표인 일

자리 창출을 위한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유림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Kim et al., 2015).

한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현실적인 

목재수확량을 산출하고 계획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목

재수확량의 계획은 산림을 관리하고 수익성을 평가·예측

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러한 목재수확량 예측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Kim et al., 2012). 산림의 수확

량을 예측하는 연구로는 산림의 생장변화를 측정하고 이

를 통하여 목재수확량을 예측하는 임분생장모델 개발 연

구와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과거 Vuokila(1965)는 수종별 

수확표를 활용하여 임분생장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후 

Vuokila(1965)의 연구를 기반으로 수학식을 근거로 하는 

수확모델 및 생장모델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

한 독일과 미국은 목재수확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예측하

는 동적계획법을 개발하여 산림자원의 변화 예측 및 산림

시업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캐나다에서도 동

적계획법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산림관리에 적용되었

다(Larsen, 1994; Groot et al., 2004). 국외에서의 최근 목재

수확과 관련된 연구는 방법적 개발보다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목재수확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

고 있다(Kusmana et al., 2020; Romero and Putz, 2018; 

Subedi et al., 2018). 국내에서는 주요 침엽수(잣나무와 소

나무)를 대상으로 임분구조변화 및 생장모델개발을 통하

여 산림수확의 예측 연구가 수행되었다(Seo et al., 2001; 

Bae et al., 2010). 최근에는 경제림육성단지와 사유림을 

대상으로 목재수확량 예측 및 수확 모델 개발 연구가 진행

되었다(Park, 2016; Choi, 2016). 또한 Won and Woo(1996)

의 연구에 의하여 목재의 보속성과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

하는 선형계획법이 도입되어 잣나무 임분에 대한 목재수

확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 연구는 지역 및 일부수종에 한정되어 현실적인 목재수

확계획을 위한 기준 및 목표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Kim et al., 2012).

한편, 일본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산림에 

대한 규모화와 집단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림

에 대한 경영계획을 위하여 표준벌기령의 선정을 통한 확

률적 모델을 적요하여 목재수확량을 예측하는 연구가 수

행되었다. 표준벌기령을 통한 목표벌채량 예측은 일본의 

시·정·촌(지역산림계획)의 산림경영계획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Hiroshima, 2006). 이러한 확률모델을 이용

한 방법은 1970년대 Suzuki(1972, 1973)에 의하여 개발된 

방법으로 영급별 산림면적의 변화율을 적용하여 산림의 

감소면적을 수확되는 산림면적으로 가정하여 미래의 산

림수확량을 예측하는 방법이다(Choi, 1988; Kurokawa and 

Toda,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중심이 되는 국

유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수확 목표량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

하여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한 산림면적 변화율을 추정하

고 산림면적 변화율을 통한 미래 산림수확량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는 국가 자산에 해당하는 전국 국유림을 대상으

로 하였다. 국유림은 ha당 임목축적이 약 163.3 m3/ha로 

사유림 대비 약 1.2배 높으며, 우리나라 산림관리의 선도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KFS, 2020). 특히 산림청 소관의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지속가

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국유림의 국민

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본원칙으로 

경영관리되고 있다(MOLEG, 2020).  

2. 연구자료 및 방법

확률밀도함수에 의한 목재수확량 예측은 벌기령의 평균

과 분산을 선정하고, 이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산림변화

율곡선을 추정, 산림변화률곡선에 의한 산림변화율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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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to timber yield regulation 
method using forest change ratio.

정하였다. 목재수확량 예측을 위한 국유림의 영급별 산림

면적은 2010년과 2015년 산림기본통계의 산림청 소관 국

유림의 정보를 이용하였다. 산림기본통계는 전국 산림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 평가하여 산림의 정책 수립의 기

본자료로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산림기본통

계는 FAO, OECD, SFM에서 요구하는 산림통계 및 국제

수준의 맞춤형 통계자료로 제시되고 있다(KFS, 2020) 벌기

령의 평균과 분산은 면적가중치법(Area Weighting; AW), 

면적비율가중치법(Area Ratio Weighting; ARW), 표본면

적변화율가중치법(Sample area Change Ratio Weighting; 

SCRW)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확률밀도함수는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확률밀도함수의 산림변화율을 

2010년 산림면적에 적용하여 영급별 수확면적(벌채면적)

을 재현하고 실제 수확면적과 비교하여 적합도를 평가하

였다. 목재수확량은 5년을 1분기로 하여 3분기를 추정하

여 향후 목재수확량을 추정하였다(Figure 1).

1) 산림 면적의 변화 및 비율 산출

벌기령의 평균과 분산을 산출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2010년과 2015년의 산림기본통계를 이용하였으

며, 산림기본통계 정보 내의 산림청 소관의 영급별 국유림 

정보를 활용하였다(KFS, 2011; KFS, 2016). 산림기본통계

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

조｣에 의하여 5년마다 정보를 공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2010년부터 2015년의 산림면적 변화 정보를 통하여 

2020년과 2025년의 산림수확량을 예측하였다. 

산림면적의 변화는 5년간 영급별 산림면적을 통하여 산

출하였다. 2010년 영급의 산림면적을 , 2015년 영급

의 산림면적을 로 설명하고, 의 5년간 산림변화면적을 

를 산출한다(식 1). 산림면적변화율은 2010년의 산림면

적에서 5년간 변화된 산림면적의 비율을 산출하여 적용한

다. 즉, 2010년부터 2015년의 산림변화면적 에 2010년 

영급의 산림면적 를 나누어 벌채면적비율 를 산출한

다(식 2).

 
   (1)

   (2)

2) 벌기령 평균과 분산의 계산

목재수확량의 예측을 위한 벌기령의 평균과 분산을 산출

하는 방법은 일본임업조사회(J-FIC, 1975, 2004)에서 사용

하는 AW방법과 ARW 방법이 있으며, 1972년 Suzuki(1972)

에 의하여 개발된 표본면적변화율법을 통하여 산출이 가

능하다. 특히 벌기령의 평균과 분산을 산출하는 것은 현실 

임분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며, 산림경영을 위한 벌채 성

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일본에서는 지역산림

계획 및 시·정·촌의 산림경영계획에 있어 평균 벌기령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Hiroshima, 2006). 벌기령

의 평균이 유사하여도 산출방법에 따라 평균과 분산이 다

르게 산출되며, 확률밀도함수의 경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벌기령의 평균과 분산을 산출하는 대표적

인 방법인 AW, ARW, SCRW의 3가지 방법에 따라 산출

하였다. AW법에 의한 벌기령의 평균 과 분산 는 영

급의 산림변화면적 를 이용하며, 식 3, 식 4에 의하여 

간단하게 산출된다(J-FIC, 1975).  

 








(3)

 








 (4)

ARW는 일본 지역산림계획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산림면적변화의 비율을 이용하여 산출하

며, 식 5, 식 6에 의하여 산출된다(J-FIC,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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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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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SCRW방법은  영급에 해당하는 표본면적

변화율 를 이용하여 평균과 분산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식 7, 식 8에 의하여 산출된다. 

 








(7)

 








 (8)

3) 확률밀도함수의 추정 및 가정

산림면적 변화에 확률밀도함수를 적용하는 방법은 

Suzuki(1972)가 제안한 감단율법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산림의 변화가 특정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패턴과 

유사한 확률밀도함수를 적용하여 향후 산림변화를 추정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수종 및 영급별 면적이 매

우 복잡한 산림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법정림에 가까운 산

림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산림면적변화를 추정하는 확

률밀도함수의 형태는 감마분포로 가정하며, 평균과 분산

를 이용하여 감마분포함수의 모수(M, K)를 추정하여 확률

밀도곡선을 작성한다. 확률밀도곡선은 적분을 통하여 영

급별 산림면적변화율 
′  를 산출한다(Hiroshima, 2006).

   


(9)




(10)




(11)


′ 





 (12)

4)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한 산림면적변화 추정 및 적합도 

평가

산림면적변화는 확률밀도함수에서 추정된 산림면적변

화율 
′  와 보존율 를 이용하여 영급의 산림이 벌채될 

확률 
′를 산출하고, 

′에 2010년의 산림면적 를 곱하여 

산출한다(식 13, 식 14).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산림변화

면적 ′는 실제산림감소면적 와 비교·검토 및 Chi-square 

검증을 통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였다(식 15). 


′  

′

(13)


′   × (14)

′
 ′ 

(15)

5)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한 목재수확량의 예측

목재수확량은 산림경영계획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

며, 예산계획 및 벌채계획에 있어 지표가 된다. 목재수확

량 는 향후 15년(1분기=5년)을 계획 기간으로 설정하였

으며, 1분기는 2010년~2015년의 방법 결정 및 적합도 추

정을 위한 기간이며, 이를 기반으로 2분기와 3분기의 목재

수확량을 예측하였다. 2분기와 3분기의 목재수확량 산출

방법은 식 16, 식 17과 같다. 영급별 재적은 국립산림과학

원에서 제공하는 ‘수종별 임분수확표’의 영급별 평균재적

을 재계산하여 이용하였다(NiFoS, 2018). 

 

결과 및 고찰

1. 벌기령의 평균과 분산

벌기령의 평균과 분산을 산출하기 위하여 먼저 2010년

과 2015년의 국유림 면적 와 기반으로 표본면적변화

율() Table 1을 작성하였으며, 표본면적변화율을 산출하

기 위하여 산림변화면적(), 면적변화비율(), 보존율()

을 이용하였다(Table 1). 전체 국유림 면적은 2010년 대비 

2015년이 약 64천ha가 증가하였으나, 영급별로는 Ⅰ영급

과 Ⅳ영급을 제외한 모든 영급에서 면적이 감소하였다. Ⅳ
영급의 면적의 2015년에 약 18만ha가 증가하여 2010년 대

비 약 1.4배가 증가하였다. Ryu et al(2016)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산림은 현재 영급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지속

적으로 장령림이 증가하여 성숙림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국유림이 적극적

인 산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숙림의 형태로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의 변화면적은 Ⅲ영

급 이하의 면적에서 시계열에 따라 다음 영급 단계로의 

면적이 감소하여야 하지만 면적이 증가하여 변화면적이 

마이너스 값으로 분석되었다. Blandon(1991)에 의하면, 산

림변화면적이 마이너스 값을 가질 경우, 변화면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0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도 벌채면

적이 음(-)의 값을 가지는 Ⅰ~Ⅲ영급 구간은 0으로 설정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Table 1).

벌채면적의 평균과 분산은 Table 1의 값을 이용하여 산

림변화면적, 변화면적비율, 표본면적변화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Hirochima(2006)에 의하면, Ⅰ영급에서는 

일반적으로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벌기령의 평

균과 분산의 산출에서 Ⅰ영급의 값은 제외하였다(Table 

2). 벌기령의 평균은 AW가 5.41, ARW가 5.56, SCRW가 

5.37로 산출되었으며, 분산은 각각 0.48, 0.42, 0.55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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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class
2010 year

Forest area(ha)
2015 year

Forest area(ha)
Felling area(ha) Felling area rate Retention rate

           

Ⅰ 20,682  23,914 - 0.00 1.00

Ⅱ 79,969  24,155 - 0.00 1.00

Ⅲ 241,603  236,633 - 0.00 1.00

Ⅳ 461,980  640,176 61,665 0.13 1.00

Ⅴ 430,052  400,315 181,271 0.42 0.87

Ⅵ 275,389  248,781 275,389 1.00 0.50

Table 1. Calculation of felling area, felling area rate and retention rate using statistical information.

 

  
AW 

method
ARW 

method
SCRW 
method

Means () 5.41 5.56 5.37 

Variances () 0.48 0.42 0.55

Table 2. The means and variances of felling age class using 
the three methods.

되었다. Choi(1998)에 의하면, 벌기령의 평균과 분산을 통

하여 임업생산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벌기령의 평

균이 높고 분산이 낮을수록 목재생산성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세 가지 가중치법을 이용

하여 산출된 평균과 분산은 모두 Ⅴ영급 이상의 비교적 

높은 영급과 분산이 1 이하로 낮게 산출되어 목재생산을 

위하여 안정적인 산림으로 평가되었다.

2. 산림변화면적 추정 및 적합도 평가

확률밀도함수는 Table 2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감

마분포함수의 모수를 추정하여 작성하였다(Figure 2). 산

림면적변화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는 수명분포함수를 기반

으로 작성하며, Blandon(1991)에 의하면 임목의 수명분포

함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감마분포의 형태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밀도함수를 감마분포함

수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적분을 통하여 영급별 산림

면적변화율로 산출하였다. 산출된 산림면적변화율을 통

하여 2010년~2015년의 산림면적 변화량을 산출한 결과, 

AW에 의한 산림면적변화량은 약 59.4천ha/년이며, ARW

는 58.6천ha/년, SCRW는 58.1천ha/년로 AW방법에 의한 

연간 산림면적 변화량이 가장 높았으며, SCRW가 가장 낮

았다. 또한, 산림기본통계의 산림면적변화량 과 비교한 

결과, 세 가지 추정방법 모두 과대추정되었으며, 일치율은 

SCRW방법이 산림기본통계 대비 약 1.12배로 가장 높았

다. 영급별 산림면적변화량을 비교하면, Ⅴ영급 이하에서

는 산림기본통계의 변화면적이 높았으나, Ⅴ영급에서 Ⅵ
영급 구간에서 세 가지 방법 모두 급격하게 증가하여 산림

Figure. 2. Distribution of forest change ratio by means and 
variances of felling age class in the three methods.

Figure. 3. Distribution of estimated felling area by age class(1
age class = 10 year) in the three methods.

기본통계 대비 약 1.8~1.5배로 과대추정 되었다. 한편, 

Chi-square 검증을 통하여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SCRW

에 의한 영급별 면적변화량이 AW와 ARW보다 낮아 적합

도가 높았으며, SCRW는 전체 추정값 뿐만 아니라 영급별 

추정값도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CRW방법에 

의한 산림면적변화량은 AW와 ARW보다 일치율과 적합

도가 높아 산림면적변화량(벌채면적) 추정을 위한 방법으

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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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class AW method ARW method SCRW method Observed data ()

Ⅱ 0 0 0 - 

Ⅲ 1 0 6 - 

Ⅳ 3,315 1,006 5,701 61,665 

Ⅴ 144,659 102,724 159,141 181,271 

Ⅵ 446,487 482,974 416,005 275,389 

10year felling area 594,462 586,704 580,852 

Annual felling area 59,446 58,670 58,085 

Chi-square value 1,101,766 3,807,158 600,012 

Table 3. Estimated felling area of 1 period(1999-2008) by gentan probability.         (Unit : ha)

AW method ARW method SCRW method

Area
(ha/year)

Volume
(m3/year)

Area
(ha/year)

Volume
(m3/year)

Area
(ha/year)

Volume
(m3/year)

  ∼  59,446 16,024,491 58,670 15,947,984 58,085 15,589,092 

  ∼  61,932 16,549,611 59,291 16,003,582 61,335 16,309,877 

  ∼  59,145 16,551,422 63,917 18,017,145 56,766 15,861,044 

Table 4. Comparison of estimating felling area and volume.                       

 

3. 확률밀도함수에 의한 목재수확량 추정

본 연구에서는 AW와 ARW, SCRW의 세 가지 가중치법

에 따른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고 추정된 확률밀도함수

를 이용하여 미래의 산림변화면적 및 목재수확량을 추정

하였다. 확률밀도함수에 의하여 산림면적변화량(벌채면

적)을 추정한 결과, AW와 SCRW는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증가하였으나, 3분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

면, ARW는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증가량이 적었으나, 3분

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산림변화면적이 가장 높았다. 확

률밀도함수를 통하여 분기별 목재수확량을 추정한 결과, 

AW와 ARW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ARW는 3분기

에 목재수확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ARW는 2분기까

지 증가하였으나, 3분기에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AW와 SCRW는 산림변화면적과 목재수확량에서 분기가 

진행됨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ARW는 예측기간을 연장한다면, 산림변화면적이 크게 증

가하여 목재수확량이 과대추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SCRW는 AW와 ARW보다 안정적인 산림변화면적 및 목

재수확량을 추정할 수 있으며, 미래의 산림관리계획 수립

에 있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SCRW방법에 의한 3분

기 동안 연평균 목재벌채량은 약 58.7만ha가 가능하며, 목

재수확량은 연평균 약 15.9백만m3이 가능한 것으로 산출

되었다(Table 4). 

결  론

본 연구는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한 산림경영 사업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여 국유림의 산림면

적변화와 목재수확량을 추정하였다. SCRW방법을 이용한 

미래의 산림면적변화량 및 목재수확량을 예측하는 방법

이 AW와 ARW보다 통계정보와 비교하여 일치도 및 적합

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복잡한 계산방법

보다 직관적인 산림경영 목표량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추정된 산림면적변화량 및 목재수확량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연간 벌채

량(9백만m3) 보다 약 1.7배 높은 수준이다. 본 연구의 산림

면적 산출에 있어 목재수확가능 지역에 대한 공간적 평가

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Kwon and Park(2013)에 의하면 

목재수확을 위한 집재가능 거리는 최대 300m 수준으로 

보고하였으며, 향후 임도 및 도로를 고려한 임목의 집재가

능 면적을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한 벌채면적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Ⅲ영급 이하의 영급별 면적

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어 산림면적변화량이 0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정확한 영급별 면적구조에 맞는 확률밀

도함수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영급체계는 1영급이 10영계를 가지고 있어 영급의 초기와 

후기의 임목에 대한 정확한 변화량을 추정하는 것이 어렵

다. 향후, 목재수확방법에 따른 벌채 가능 지역에 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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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정보의 평가를 통하여 영급별 산림면적을 대입하며, 국

가산림자원조사(National Forest Inventory, NFI)정보를 이

용한 세분화된 영급별 면적정보를 통하여 계획량을 추정

한다면, 현실적인 벌채면적계획 및 목재수확량 추정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2019~2028)’

을 발표하였으며, 국유림의 경영에 대한 비전을 산림의 공

익적 기능 및 서비스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유림의 생태적 보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꾸준한 산림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

재 영급 불균형의 상황에서 장령림에서 성숙림으로 옮겨

가고 우리나라 산림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현재 연구에 적용된 방

법은 일본에서 사유림의 규모화와 집단화에 있어 목재수

확량 산출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향후 사유림의 목재수확 

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을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

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경영계획에서 벌채량 산출은 산림

경영계획서의 이력에 따라 작성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

다. 이러한 방법은 산림경영 계획에 대한 일관성은 유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목재수확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예측기

법을 통하여 목재생산 극대화를 위한 목표치를 설정함으로

써 시스템적인 산림경영계획의 기초를 마련하고 공간정보 

및 정확한 통계정보를 추가하여 국유림 목재수확량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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