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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전북부안 지역의 소나무와 진안 지역 낙엽송림을 대상으로 개발된 생장모형을 지역적으로 독립

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기존에 개발된 생장모형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 할 수 있는지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기존에 개발된 소나무의 직경생장 모형은 새로운 데이터에 우수한 적합성을 보였으나, 흉고단

면적 및 수고 생장 모형은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낙엽송의 직경, 흉고단면적 및 수고 생장 모

형은 지역적으로 독립된 데이터에 우수한 적합성을 보였다. 따라서 기존에 개발된 소나무의 직경생장 모형을 제외

한 흉고단면적 및 수고 생장 모형의 적용은 개발된 지역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효율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낙엽송의 직경, 흉고단면적 및 수고 생장 모형은 다른 지역에도 적용 할 수 있는 우수한 효율성을 보여

산림 자원이 풍부한 전라북도 동부 산악권 지역의 낙엽송 생장 모형으로 이용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validate existing growth models of Pinus densiflora and Larix

leptolepis grown in Chonbuk regions, and to examine suitability of models to different regions using spatially

varied data set. In the valuating model predicted of Pinus densiflora, except to DBH growth model, basal area

and height prediction models were biased to fit to different region. And in the valuating predicted height, basal

area and DBH model of Larix leptolepis, they were adequate to new data set acquired from different region.

Therefore, existing prediction models, except DBH model, of Pinus densiflora have the limitation of practicality

that could not be suitable for application to different region. However, owing to high compatibility shown

predicted DBH, basal area and height models of Larix leptolepis, they will be adequate to use as the prediction

models where data are available around eastern mountain areas of Jeollabukdo.

Key words : growth model, Pinus densiflora, larix leptolepis, model evaluation

서 론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산림에서의 수확이 연

년 균등하고 영구히 존속할 수 있도록 경영하는 목재의

보속생산경영과 목재, 야생동물, 휴양 등 제한된 산림의

기능발휘를 보장하는 다목적 경영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산림자원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산림을 경영함으로써 현세대 및 후세대가 필요

로 하는 다양한 편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미래

지향적 개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ry

management)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인

식 및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으로 변화하

고 있는 산림경영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산림경

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산림생장정보의 제공은 필

수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 생장 모형은 산림의 미래 생장 및 수확량을 예측

하고, 간벌이나 무육작업 등의 조림적 정보 제공과 생태

적인 환경을 고려한 입지 선정 등 다양한 산림 관리 및 합

리적인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이러한 산림 생장 모형은 산림 경영에 필요한 기

초 자료를 제공 하는 등 조림적 또는 생태학적 계획 등에

효과적으로 이용 할 수 있으나, 산림 환경 및 임지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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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산림 생장 모형을 제한된 자료 및 함수식으로

각 지역에 따라 형성하는 일은 경비, 시간 그리고 효율적

인 면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발된 산림 생장 모형을 공간적 및 지역적 그

리고 시간적 차이가 있는 산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적

합성과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다면 산림 생장모형의 구

축 및 이용에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개발된 생

장 및 수확모형에 대한 타당성검정(validation)은 추정된

모형이 임분의 생장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하고 정확한 예

측능력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모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

하여 시도되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타당성검정은 독

립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행하며 독립된 데이터는 공간

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Vanclay,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임시표본점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이

용하여 추정된 소나무(Pinus densiflora)와 낙엽송(Larix

leptolepis)의 수고생장, 흉고단면적, 직경생장모형이 지역

적 및 시간적 차이가 있는 변화된 데이터에 어느 정도의

적합성을 나타내는지 추정된 모형의 타당성을 검정하고,

추정된 생장모형의 생육환경이 다른 지역에서의 활용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소나무의 재료는 전북대학교 부안 학

술림 내에서 생육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고, 낙엽송의

직경 및 흉고단면적 생장모델 개발의 재료는 전라북도 진

안군 부귀면에 위치한 임업기능인 훈련원 및 임업 기계화

센터 시험림 내에 생육하고 있는 낙엽송을 사용하였다. 평

가 재료는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부속 학

술림 및 상서와 하서면에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Pinus

densiflora) 임시표본점과 전라북도 무주군에 생육하고 있

는 낙엽송(Larix leptolepis) 임시표본점으로부터 얻었다. 

표준지의 크기는 20 m×20 m로 하였으며, 각각 20개의

표준지에서 표준지별로 단순임의추출법에 의해 1본의 표

준목을 선발하여 벌채한 후 수간석해를 실시하여 5년 단

위로 임령에 대응하는 직경, 흉고단면적 수고 등의 기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 후 데이터의 효율성과 모형의 정

도를 높이기 위하여 
n
C

2
의 조합(combination)을 적용하여

모든 측정 간격(all possible intervals)이 포함되는 데이터

로 변환 하였다.

각 지역별 표준목의 임령, 흉고직경, 그리고 수고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임령은 부안 소나무가 43년,

무주 낙엽송이 32년이며, 평균 흉고직경은 각각 24 cm, 18

cm이었고, 평균 수고는 부안 소나무가 18.4 m, 무주 낙엽

송이 18.2 m로 나타났다. 부안 표준지의 경사도는 15~25o,

해발고는 190 m로 생육에 적합한 입지조건이었으며, 무

주 표준지의 경우 경사도는 10~20o의 경사지였으며, 해발

고는 635 m이었다.

2. 방법

소나무 각 인자의 생장 모형 및 낙엽송의 수고생장 모

형은 기존에 개발한 모형을 이용하였고 흉고단면적 및 직

경 생장모형은 대수차분 방정식을 이용하여 추정 하였으

며(Clutter et al., 1983; Borders et al., 1984; Lee, 2001),

Schumacher(Schumacher, 1939; Woollons, 1988; Clutter

and Jones, 1980), Hossfeld(Woollons et al., 1990),

Chapman-Richards (Pienaar and Turnbull, 1973; Goulding,

1979) 그리고 Gompertz (Whyte and Woollons, 1990) 함

수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생장추정에 가장 적합한 모형

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AS 6.12 버전

(SAS Inc., 1999)의 PROC NLIN 프로시져를 통하여 비선

형 최소자승회귀(non-linear least squares regression)를 이

용하였다.

소나무 및 낙엽송 생장모형에 대한 타당성검정은 기존에

개발된 생장모형의 예측값과 함께 기존의 모형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독립된 새로운 데이터에 적합시켜 도출된 예측

값을 상호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 능력을 파악하였다. 기존

에 추정된 생장모형을 대상으로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있

는 독립된 새로운 데이터에 적합 시켜 도출된 예측값과 실

측값을 통계 프로그램 SAS 6.12 버전(Statistical Analysis

System Inc., 1999)을 사용하여 PROC UNIVARIATE 프로

시져에서 제공되는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샤피로

-윌크 검정(Shapiro-Wilk test), 잔차 평균(mean of residuals)

등의 통계값을 상호 비교 하였다. 또한 모형에 의하여 추

정값이 어느 정도의 편의(bias)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하

여 잔차도를 분석 하였다.

Table 1. Status of each region of Pinus densiflora and Larix leptolepis stands for growth model validation.

Areas
Number
of Plots

Ages
(years)

DBH
(cm)

Height
(m)

Slope
(°)

Altitude
(m)

Buan 20 15-25 190

Muju 20 32 10-20 635

43

40 45–
----------------

24

10 48–
----------------

18.4

15.6 22.4–
-------------------------

18

10 36–
----------------

18.2

15.2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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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소나무 생장 모형의 타당성 평가

Lee(2001)는 부안지역 소나무에 대하여 대수차분 방정

식을 이용하여 생장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

역적, 시간적 차이가 있는 부안 소나무 데이터를 이용하

여 개발된 생장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정 및 생육환경이

다른 동일수종에 대한 모형의 활용여부를 판단하였다. 기

존에 구축된 부안지역 소나무의 흉고단면적 생장추정을

위한 함수식은 Gompertz 다형방정식으로서 식(1)의 형태

이다(Lee, 2001).

BA
2 
= exp(ln(BA

1
)exp(−β(T

2
−T

1
)+γ(T

2

2−T
1

2))

+α(1−exp(−β(T
2
−T

1
)+γ(T

2

2−T
1

2)))) (1)

식(1)에서 α = 4.71,

β = 0.11,

γ = 0.007이다.

부안지역 소나무 흉고단면적 생장예측을 위해 최적의

함수식으로 선정된 Gompertz식(1)에 모형의 개발에 사용

된 데이터의 생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생성한 생육환경이

다른 지역의 데이터를 적합 시켜 잔차 분포도 및 다양한

통계 값을 비교하여 변화된 생육환경에서의 모형의 적합

성을 분석 하였다. 

소나무 흉고단면적 생장모형을 비교 데이터에 적합 시

킨 결과 잔차의 평균은 0.025 m2였으며, 잔차의 왜도

(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비교하였을 때 각각 0.583,

-0.044로 정규분포에 가까웠다. 그러나 적합된 새로운 데

이터에 대한 추정값들의 잔차 분포 패턴이 전체적으로 과

소 추정을 한 심한 편의(bias)를 보여 변화된 데이터에 대

한 모형의 정확성을 나타내지 못했다(Table 2, Figure 1).

잔차의 통계 값들과 잔차의 분포패턴을 분석한 결과, 기

존에 개발된 흉고단면적 생장모형은 지역적으로 다른 소

나무에 대한 흉고단면적 생장예측에 있어서 적합성이 떨

어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기 개발된 부안지역 소나무 직경 생장추정을 위한

최적의 함수식은 Schumacher 다형 방정식으로써 식(2)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D
2 
= exp(ln(D

1
)(T

1
/T

2
)β+α(1−(T

1
/T

2
)β))  (2)

식(2)에서 α = 3.830

β = 0.742 이다. 

Table 2. Summary of residual values for Pinus densiflora for

growth model validation.

Statistics name Basal area Diameter Height
Normal 

distribution

Mean
Skewness
Kurtosis
W: Normal

0.025
0.583

-0.044
0.947

0.655
0.285
0.627
0.973

13.640
-0.703
-0.061
 0.932

0
0
1

Figure 1. Plot of residual against predicted for the equations of Pinus densiflora with new data for growth model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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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지역 소나무 흉고직경 생장예측을 위해 최적의 함

수식으로 선정된 Schumacher 다형방정식(2)를 같은 방

법으로 생성한 새로운 데이터에 적합 시켜 잔차 분포도

및 다양한 통계 값을 비교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검정하

였다. 소나무 흉고직경 생장모형에 비교 데이터를 적합

시킨 결과, 잔차의 왜도와 첨도를 비교하였을 때 각각

0.285와 0.627로 정규분포에 가까워 변화된 데이터에 대

한 적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잔차의 정

규분포를 표시하는 다른 방법인 Shapiro-Wilk값도 0.973

으로 정규분포인 1에 근사한 값을 보였다. 또한 잔차 분

포패턴도 편의가 없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

었다. 

따라서 잔차 분포도 및 다양한 통계 값들을 분석한 결

과, 개발된 Schumacher 다형 방정식은 새로운 데이터를

비교적 잘 적합 시키고 있어 모형의 적합성이 높은 것으

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부안지역 소나무 임분의 수고 생장추정을 위한

최적의 함수식은 Gompertz 다형 방정식으로서 식(3)의 형

태이다.

H
2 
= exp(ln(H

1
)exp(−β(T

2
-T

1
)+γ(T

2

2−T
1

2))

+α(1−exp(−β(T
2
−T

1
)+γ(T

2

2-T
1

2))))  (3)

식(3)에서 α = 3.1794

β = 0.0916

γ = 0.008 이다.

소나무 수고 생장모형을 비교대상 임분의 데이터를 적

합 시킨 결과 잔차의 왜도는 -0.703는 -0.0661을 가지고 있

고, 또한 Shapiro-Wilk값도 0.932 이었으나 잔차의 평균값

이 13.640 으로 오차의 범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잔차

분포도는 전체적으로 과소 추정을 나타내는 심한 편의를

보였다. 따라서 잔차의 통계 값들을 분석한 결과, 개발된

Gompertz 다형 방정식(3)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이 떨어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소나무의 흉고단면적과 수고 모형의 전체적인 과소 추

정의 원인은 영구 표본점이 없는 상황아래에서 주기적인

자료 관측이 불가능하여 자료 구축의 항상성이 없는 점과

임시 표본점을 이용한 자료 데이터의 안정성이 부족한 점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Gompertz 모형에 내재된

후기 측정 시기인 T2와 초기 측정 시기의 T1의 관계가 T2-

T1의 형태로 수간석해를 통한 기본 데이터를 5년 간격으

로 측정 한 후 모든 측정 간격을 포함한 데이터로 변환한

데이터에 타당성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직경 함

수식의 최적식인 Schumacher 모형은 T2와 T1의 관계가

T1/T2의 형태로 전환된 데이터에 적합성을 보인 것으로 판

단된다.

2. 낙엽송 생장 모형의 타당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전병환(2007) 등에 의해 개발된 진안 지

역의 낙엽송 수고 생장모형에 사용된 데이터와 당시 모형

개발에 사용된 방법을 이용하여 흉고단면적 생장모형과

직경 생장모형을 추가 구축 하였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차

이가 있는 전라북도 무주지역의 낙엽송 데이터에 개발된

모형을 적합 시켜 잔차 분포도 및 다양한 통계 값들을 비

교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낙엽송 흉고단면적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동형 및 다

형 방정식을 데이터에 적합한 결과, 아래 Schumacher 다

형 방정식(4)의 MSE 값이 0.00002로 적합성이 뛰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BA
2 
= exp(ln(BA

1
)(T

1
/T

2
)β+α(1−(T

1
/T

2
)β)) (4)

식(4)에서 α = 2.046

 β = 0.817이다.

Schumacher 다형 방정식의 잔차의 왜도는 0.4972이었

고 첨도는 1.7338을 나타내었다. 또한 잔차의 정규분포를

표시하는 다른 방법인 Shapiro-Wilk값도 0.96402로서 정

규분포인 1에 근사한 값을 보여, Schumacher 다형 방정식

이 낙엽송의 흉고 단면적에 대한 최적의 함수식으로 선정

되었으며, 선정된 식에 의한 잔차의 평균은 -0.00016 m2로

정밀도가 높은 추정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진안지역 낙엽송 흉고단면적 생장

모형을 무주지역 낙엽송 데이터에 적합 시킨 결과 잔차의

평균은 -0.00181 m2로 평가모형의 잔차 평균 -0.00016 m2

보다 약간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잔차의 왜도와 첨도 값은 각각 -0.460, 1.948

을 나타내었다. 또한 Shapiro-Wilk값도 0.958로서 정규분

포인 1에 근사한 값을 보였으며, 실측값에 대한 추정 값들

의 잔차 형태가 과대 추정을 나타내는 편의가 있지만 전

체적으로 비교적 균일한 분포를 나타내어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Figure 2). 그러나 잔차도에서 과

대 추정을 나타낸 등분산의 오류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

는 지역의 자료를 대입한 결과로서(Vanclay, 1994) 모형 개

발을 위해서 사용된 지역의 데이터를 이용한 모형의 타당

성 검증에 비해서 신뢰성이 낮은 결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잔차의 통계 값들과 잔차 분포 패턴을 분석한 결

Table 3. Summary of residual values for Larix leptolepis for

growth model validation.

Statistics name Basal area Diameter Height
Normal 

distribution

Mean
Skewness
Kurtosis
W: Normal

-0.002
-0.460
1.948
0.958

-0.389
0.109
1.043
0.974

0.158
0.025
0.303
0.985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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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진안지역 낙엽송의 흉고단면적 생장모형은 무주지역

낙엽송의 흉고단면적 생장을 예측함에 있어서 과대 추정

을 보이고 있지만 비교적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낙엽송 직경 생장모형의 추정을 위하여 동형 방정식 보

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적합성을 보이는 다형 방정식을 데

이터에 적합 시킨 결과, 아래 Schumacher 식(5)이 가장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D
2 
= exp(ln(D

1
)(T

1
/T

2
)β+α(1−(T

1
/T

2
)β))  (5)

여기서 α = 3.581

β = 0.881 이다.

다형방정식들의 잔차 패턴과 MSE값을 비교하였을 때,

Schumacher 다형 방정식(5)의 MSE값이 3.125로 다른 다

형 방정식들에 비하여 식의 적합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Schumacher 다형 방정식(5)의 잔차의 왜도와 첨도는 각

각 0.19와 0.34를 나타내었고, Shapiro-Wilk값도 0.977로

서 정규분포인 1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통계 값에서

우위를 나타낸 Schumacher 다형 방정식이 낙엽송 흉고직

경에 대한 최적의 함수식으로 선정 되었다. 

함수식 (5)를 추정된 진안지역 낙엽송 직경 생장모형을

무주지역 낙엽송 데이터에 적합 시킨 결과, 잔차의 평균

은 -0.389이었으며, 잔차의 왜도와 첨도 역시 각각 0.109,

1.043으로 정규분포에 가까워 모형의 적합성이 양호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Shapiro-Wilk값도 0.974로서 정규분

포인 1에 근사한 값을 보였다. 실측값에 대한 추정 값들의

잔차 형태가 직경 6 cm까지 초기 생장에서는 과소 추정

이 발생 하였으나 자료의 외삽을 고려하면 비교적 수용

할 수 있는 잔차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 된다.

따라서 분석된 잔차의 통계 값들과 잔차 분포 경향을 고

려 할 때 진안지역 낙엽송의 흉고직경 생장모형은 무주지

역 낙엽송의 흉고직경 생장을 예측함에 있어서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안지역 낙엽송 임분의 수고 생장추정을 위한 기 개발

된 최적의 함수식은 Schumacher 다형 방정식으로서 식(6)

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전병환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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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ln(H

1
)(T

1
/T

2
)β+α(1−(T

1
/T

2
)β)) (6)

 여기서 α = 3.580

β = 0.784 이다.

진안지역 낙엽송에 대한 최적의 수고 생장모형인 식(6)

을 무주지역 낙엽송의 데이터에 적합 시켜 잔차 분포도

및 다양한 통계 값들을 비교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진안지역 낙엽송 수고 생장모형을 무주지역 낙엽송 데

Figure 2. Plot of residual against predicted for the equations of Larix leptolepis with new data for growth model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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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에 적합 시킨 결과 잔차의 평균은 0.158으로써, 평균

0.16 m 오차의 범위에서 수고를 추정 할 수 있으며, 잔차

의 왜도와 첨도를 비교하였을 때 각각 0.025, 0.303으로 정

규분포에 가까워 적합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Shapiro-Wilk값도 0.985로서 정규분포인 1에 근사한 값을

보였으며 실측값에 대한 추정 값들의 잔차 형태가 균일한

분포를 나타내어 모형의 적합성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분석된 잔차의 통계 값들과 잔차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진안지역 낙엽송의 수고 생장 모형은 무주

지역 낙엽송의 데이터에 대하여 모형의 적합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 론
 

본 연구는 생육환경이 다른 생장 데이터에 대한 기존에

구축된 모형의 적합성을 판정하여 산림 생장 모형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된 모형의 활용여부를 평가하였다.

소나무 생장 모형 중 직경 생장 모형은 생육환경이 다

른 소나무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흉고단면적 및 수고 생장 모형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

한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낙엽송

에 대해 개발된 생장 모형은 흉고단면적, 직경, 수고 생장

모형 모두 생육 환경이 다른 지역에서 취득한 새로운 데

이터에 대한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안 소나무 생장 모형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

는 소나무에 대하여 광범위한 적용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

로 판단된다. 반면에 개발된 낙엽송 생장모형의 적합성이

생육 환경이 다른 낙엽송에 있어서도 나타나, 지역적으로

독립된 전라북도 동부권 산악 지역의 낙엽송 생장 예측을

위하여 개발된 생장 모형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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