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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전통적인 empirical 생장모델에 환경 인자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이를 환경 인자에 대한 생장 모

델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도가 높은 생장 모형 구축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추정된 편

백의 수고 및 직경 생장모델에 각 지역의 환경 인자인 평균 기온, 평균 강수량, 고도, 토양의 유기질 함유량을 독립

변수로 추가 하였다. 수고 생장 모델은 Gompertz 다형방정식에 점근 변수인 α에 온도·고도 인자의 2독립 변수로

도입하여 모델의 정도를 향상 시킬 수 있었다. 직경 생장 모델 또한 Gompertz 다형방정식에 연평균 강수량과 해발

고를 도입한 모델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인자를 도입하기 전과 후의 모델의 정도 향상을 비교 했을

때 아주 뚜렷하게 모델의 향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정 비율의 정도를 향상 시킬 수 있었다. 이는 생장 모델을 구

축하기 위한 데이터 조사의 어려움 및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감안하여 모델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 인자들의 이용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purposed to judge potential possibility of building highly precise empirical model using

environmental variables.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altitude, mean annual rainfall, mean annual

temperature and organic matter ratio of soil were added to height and diameter model for Chamaecyparis

obtusa, and examined accuracy and residuals of prediction model. Improvement in precision was found for the

Gompertz polymorphic height model by including mean temperature and altitude as independent variables, while

the Gompertz diameter model with annual rainfall and altitude was showed improvement of precision and

accuracy. Comparing the improvement of precision between the model before adding environmental variables

and the model after adding them, an improvement or some ratio was obtained though it is not obvious.

Therefore, there is enough proof that adding environmental variables, which can be easily acquired relatively

when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of measurement and budget, into the model as independent variables would

improve the accuracy and precision of growth models.

Key words : Environmental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growth model, precision and accuracy

서 론

최근의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산림정책 및 경영의 방향

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으

로 육성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높은 사유림

의 비율 및 다수의 부재산주 등 열악한 경영 여건으로 인

하여 산림경영의 주목적인 목재생산이라는 경제성은 점

차 경영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

림의 다자원적 경영 및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의 의미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과 임업경영을 다른 용어

(Term)로써 구분하여 산림경영에 의미를 더 부여하고 있

다(우종춘 등, 2007).

산림경영 또는 임업경영의 의미를 떠나서 그 목적을 목

재생산에 두거나 공익 및 환경적 관점을 두거나 산림을

구성하고 주요 수종의 생장정보는 수확예측 및 다양한 산

림작업과 경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생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생장 모델은 주기적인 임목

측정을 기반으로 한 수고, 흉고직경, 흉고단면적 추정에

독립변수로써 지위, 시간, 간벌량 등을 포함한 empi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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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모델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져 오고 있다. 반

면에 온도, 토양유기물의 정도, 광합성률, 호흡 및 뿌리와

수간의 광합성량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임목의 생장의 생

물학적 과정을 추정하는 process based 모델은 특정 생태

계에 있어서의 임목생장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

하고 수확예측에 있어서는 성공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Vanclay, 1994; Bossel, 1991; Belli and Nautiyal,

1989; Landsberg, 1986).

Empirical based 모델에 생물학적인 기작을 독립변수로

서 사용하며 위의 두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또 다른 방법

은 hybrid 모델로써(Belli and Nautiyal, 1989) 이 모델은

일반적인 생장모델에 생물학적 현실감을 높여주는 정보

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생장조건의 현실적인 감응도를

높여 보다 정도가 높은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생물학적 인자를 사용하기 위한 측정이 상당히

복잡하고(우종춘 등, 2007) 또한 정확도가 높은 값을 추정

하기 위한 투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사 비용의 어려움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측정데이터 조사의 어려움 및 투

자할 수 있는 예산을 감안하여 hybrid 모델의 형태를 유지

하면서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 인자를 사용한 사례

도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부 지방의 주요 조림 수종인 편백

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생장모델에 환경 인자를 독립변수

로 사용하여 이를 환경 인자에 대한 생장모델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도가 높은 생장모형구축 가능성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생장자료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Lee와 Kim(2005)이 사용한 편

백림의 생장 인자 데이터에 순천 지역 15 plot을 조사하고

overlapping 데이터로 전환한 후 추가하여 사용하였고, 연

평균기온, 강우량, 고도 등의 환경인자의 자료는 기상청

DB 조사 및 전주기상대로 부터 제공을 받았다(Table 1).

또한 각 지역의 토양을 채취하여 유기물함량을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환경 인자를 생장 모델의 독립변수로 사용하기 전 최적

함수 선발을 위하여 Y
2
= f(T

2
, T

1
, Y

1
) 형태의 대수차분 방

정식을 이용하였고, 대표적인 기본 S자형 함수식인

Schmacher(Schmacher, 1939; Piennar and Turnbull, 1973),

Gompertz(Whyte and woollons, 1990), Chapman-Richards

(Piennar and Turnbull, 1973; Goulding, 1979) 그리고

Hossfeld(Lin xu, 1990)식을 기본식으로 이용하였다(Table

2). 통계 분석은 SAS 6.12버전을 사용하여 비선형최소자

승 회귀를 분석하였다. 사용한 통계 값들은 추정편의, 정

도, 잔차평균제곱 등 이었고, 데이터의 자기상관계수(auto-

correlation)를 고려하여 R2 값 대신 잔차 패턴 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왜도, 첨도 등의 기초 통계 값도 잔차 분

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최적함수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의 관계를 고찰 한

후 최적의 추정식에 환경인자들을 순차적으로 독립변수

로 사용하여 함수식의 추정 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생장모델 추정

1) 수고 생장모델

S자형 생장모델들을 데이터에 적합(fitting)한 결과 잔

차제곱평균(MSE)은 Gompertz 다형방정식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Hossfeld > Schumacher > Chapman-Richards

순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잔차분포의 형태와 MSE를 검

토한 결과 Gompertz 다형방정식이 가장 낮은 MSE(1.423)

와 고른 잔차분포를 보여 환경 인자들을 포함하여 생장모

형의 추정 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지 분석할 기본 모델

로 선택되었다.

H
2
= exp(ln(H

1
)exp(−β(T

2
−T

1
)+(T

2

2−T
1

2))

 +α(1−exp(−β(T
2
−T

1
)+(T

2

2−T
1

2)))) (1)

식 (1)에 의한 잔차의 평균은 0.029m으로써 모델의 정

확도를 보였고, 잔차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0.05, 1.05로

Table 1. Status of environmental variables by each region for

Chamaecyparis obtusa stands.

regions
Temp
 (oC)

rainfall 
(mm)

Altitude
(m)

Organic 
matter (%)

Gochang 13.0 1384 620 7.2

Jangseong 13.1 1497 520 23.3

Namhae 14.0 1822 200 10.7

Sunchon 12.5 1511 250 7.0

Table 2. General forms of polymorphic projection equations

applied to data.

Equation names Equation Forms*

Schumacher Y2=exp(ln(Y1)(T1/T2)
β+α(1−(T1/T2)

β))

Hossfeld Y2=1/((1/Y1)(T1/T2)
γ+(1/α)(1−(T1/T2)

γ))

Chapman-Richards Y2=(α/γ)[1/(1−β)](1−(1−(γ/α)Y1
(1−β)))

(T2−T1)
[−γ(1−β)])(1/(1−β))

Gompertz Y2=exp(ln(Y1)exp(−β(T2−T1)+γ(T2
2−T1

2))
+α(1−exp(−β(T2−T1)+γ(T2

2−T1
2))))

*Y1=diameter and height of trees at age T1,
 Y2=diameter and height of trees at age T2,
 exp=exponential function,
 ln=natural logarithm, and
 α, β, γ are coefficients to be 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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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어 고른 잔차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정규분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는 Shapiro-Wilk검정에서 정규분포인 ‘1’에 근사치인 0.986

을 나타내어 모델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Figure 1).

선택된 Gompertz 다형방정식의 asymptote parameter(α)

에 연평균기온, 연평균강우량, 해발고 및 토양의 유기물량

을 각각 도입하여 모델의 정도향상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독립변수로 적합을 시도한 결과 적

합을 전혀 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발고 및 유기

물량을 제외한 연평균기온과 연평균강우량의 적합이 이

루어졌으며, 이들 환경 인자들을 사용하기 전보다 MSE는

1.246과 1.187로써 각각 0.180과 0.236이 낮아졌다. 또한

계수값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식 (1)의 asymptote parameter(α)에 환경 인자

데이터를 2변수로 적합하여 모델의 정도 향상을 검토한

결과, 모든 데이터 쌍에 적합이 이루어졌으며 온도·고도

를 독립변수로써 포함한 식 (2)는 MSE가 1.194로 식 (1)

보다 0.229가 낮아졌다. 그러나 온도고도 데이터를 적합

한 다형방정식을 제외한 온도·강우량과 강우량·고도

를 포함한 다형방정식의 MSE는 모두 1.188로써 MSE의

향상은 가져 왔으나, 회귀계수들이 95% 신뢰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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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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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

1
)+γ(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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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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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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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

1
)+(T

2

2−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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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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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ln(H

1
)exp(−β(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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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γ(T

2

2−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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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α+δrain+εalt)(1−exp(−β(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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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

2

2−T
1

2)))) (4)

식 (2)에 의한 잔차의 통계량과 분포는 Table 5와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식 (1)의 asymptote parameter(α)에 연평균기온, 연평균

강우량, 해발고를 3변수로 하여 데이터에 적합한 결과

MSE는 1.186으로써 가장 낮은 MSE 값을 보였으나, δ, ε
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모델의 이용에 부

Table 3. Summary of statistics of residual values for Gompertz

polymorphic height equation.

Statistics name Value
Normal

distribution

Mean 0.029

Skewness −0.05 0

Kurtosis 1.05 0

W:normal 0.986 1

Figure 1. Plot of residual against predicted for Gompertz polymorphic height equation.

Table 4. Coefficients and MSE value for Gompertz polymor-

phic height equations fitted with two environmental variables.

Equation MSE Parameters Estimates

Asymptotic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2) 1.194

α −4.555 −4.003 −5.107

β −0.084 −0.082 −0.086

γ −0.0003 −0.0003 −0.0004

δ −0.0003 −0.0002 −0.0005

ε −1.359 −0.175 −0.096

(3) 1.188

α −4.047 −3.424 −4.670

β −0.083 −0.081 −0.085

γ −0.0003 −0.0002 −0.0004

δ −0.000007 −0.063 −0.063

ε −0.718 −0.895 −0.541

(4) 1.188

α −4.167 −3.757 −4.577

β −0.083 −0.081 −0.085

γ −0.0003 −0.0002 −0.0004

δ −0.777 −0.986 −0.568

ε −0.00006 −0.0002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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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H
2
= exp(ln(H

1
)exp(−β(T

2
−T

1
)+γ(T

2

2−T
1

2))+(α+δalt

  +εtemp+ζain)(1−exp(−β(T
2
−T

1
)+γ(T

2

2−T
1

2)))) (5)

2) 직경 생장모델

직경 생장모델에서도 잔차분포의 형태와 MSE를 검토

한 결과 가장 낮은 MSE(3.0329)와 고른 잔차분포를 보인

Gompertz 다형방정식이 기상 데이터에 적합할 모델로 선

택되었다. 

D
2
= exp(l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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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선택된 식 (6)의 asymptote parameter(α)에 연평균기온,

연평균강우량, 해발고를 각각 독립변수로 도입하여 모델

의 정도 향상을 검토한 결과 연평균기온과, 연평균강우량

을 포함한 데이터에서 적합이 이루어졌다. 환경 인자 데

이터를 적합한 후 MSE는 각각 3.0326과 3.0163으로 식

(6)의 MSE보다 낮은 값을 나타났다(Table 6).

그러나 연평균기온을 도입한 모델에서는 95% 신뢰수준

에서 δ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1개의 변수로 환경 인자를 적합한 결과는 연평균강우량을

적합한 모델이 가장 우수하고 고른 잔차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
2
= exp(ln(D

1
)exp(−β(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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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의 asymptote parameter(α)에 연평균기온·해발고,

연평균기온·연평균강우량 그리고 연평균강우량·해발

고의 2변수로 도입한 결과 모든 식에서 적합이 이루어졌

으며, 식 (6)과 식 (7)의 MSE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또한

추정된 모든 계수값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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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mmary of statistics of residual values for Gom-

pertz polymorphic height equation fitted with temperature
and altitude variables.

Statistics name Value
Normal

distribution

Mean 0.039

Skewness −0.327 0

Kurtosis 1.931 0

W:normal 0.976 1

Figure 2. Plot of residual against predicted for Gompertz polymorphic height equation fitted to temperature and altitude data.

Table 6. MSE for Gompertz polymorphic diameter equation

fitted with one environmental variable.

Statistics 
name

Value

Before adding
Variables

After adding
Temperature

After adding
Rainfall

MSE 3.0329 3.0326 3.0163

Table 7. Coefficients and MSE value for Gompertz polymor-
phic diameter equation fitted with two environmental vari-

ables.

Equation MSE Parameters Estimates

Asymptotic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8) 2.666

α −7.118 −6.441 −7.795

β −0.091 −0.087 −0.095

γ −0.0003 −0.0001 −0.0004

δ −0.266 −0.313 −0.220

ε −0.0009 −0.001 −0.0007

(9) 2.693

α −7.809 −7.014 −8.604

β −0.093 −0.089 −0.098

γ −0.0003 −0.0001 −0.0004

δ −0.525 −0.611 −0.438

ε −1.491 −1.236 −1.747

(10) 2.659

α −6.260 −5.734 −6.787

β −0.089 −0.085 −0.093

γ −0.0003 −0.0001 −0.0004

δ −1.475 −1.731 −1.218

ε −0.001 −0.0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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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강수량과 해발고를 도입하여 추정된 모델인 식

(10)의 MSE 값이 가장 낮은 2.659이었고 잔차의 평균은

0.027, 왜도와 첨도는 각각 −0.05와 0.84로 정규분포인 ‘0’

에 근사한 값을 나타냈다. 또한 편의를 나타내지 않고 있

는 잔차의 분포를 나타내어 높은 정도를 나타내는 모델로

판명되었다(Table 8, Figure 3).

식 (6)의 asymptote parameter(α)에 연평균기온, 연평균

강우량, 해발고의 3변수를 적합한 결과 ε와 ζ의 계수값이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모델의 이

용에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남부 지방의 주요 조림 수종인 편백을 이용

하여 전통적인 empirical 생장모델에 hybrid 모델의 형태

로 환경 인자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이를 환경 인자에

대한 생장 모델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도가 높은 생장 모

형 구축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즉 기본적으로 추정

된 모델에 각 지역의 환경 인자인 평균 기온, 평균 강수량,

고도, 토양의 유기질 함유량을 독립 변수로 하여 수고와

직경 생장 모델의 정도를 향상 시키는데 노력을 하였다.

수고 생장 모델은 Gompertz 다형방정식에 점근 변수인

α에 온도·고도 인자를 독립 변수로 도입하여 모델의 정

도를 향상 시킬 수 있었다. 직경 생장 모델 또한 Gompertz

다형방정식에 연평균 강수량과 해발고를 도입한 모델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인자를 도입하기 전과 후의 모델의 정도 향상을 비

교 했을 때, 아주 뚜렷하게 모델의 향상은 나타나지 않았

으나 일정 비율의 정도를 향상 시킬 수 있었다. 이는 생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조사의 어려움 및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감안하여 hybrid 모델의 형태를 유지하면

서 모델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상 환경 인자들의 이용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 분석을 이용한 유기물 함

량율의 사용 가능성은 밝히지 못 하였으나 더욱 정도가

높은 모델의 구축을 위해서는 토양상태 등과 같은 요인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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