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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위성영상은 대면적의 산림 바이오매스 추정 및 주제도의 제작에 있어서 효과적인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 수집된 야외 표본점의 임분 변수와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산림 바이오매스 변환

표를 작성한 후, 무주군의 산림 바이오매스를 추정 및 주제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4개의 표본점별 임분 변

수와 산림 바이오매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고, 수관밀도, 그리고 영급이 산림 바이오매스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산림 바이오매스 변환표 작성을 위해 이들 3가지 임분 변수의 조합을 독립변수로

하는 6개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최적 회귀추정식을 도출한 후, 임상별로 산림 바이오매스 변환표를 작성하였다. 회귀

추정식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차대조법에 의한 추정치 오차와 편차를 산출한 결과, 수관밀도와 수고등급을

독립변수로 하는 추정식(모형 V)이 다른 모형에 비해 산림 바이오매스 추정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

형 V를 이용한 산림 바이오매스 변환표와 위성영상의 분류에 의해 생성된 임분 변수의 주제도를 이용하여 추정된

전라북도 무주군의 총 산림 바이오매스는 약 881만 톤이며, ha당 산림 바이오매스는 128.3톤으로 나타났다.

Abstract: Forest biomass estimation is essential for greenhouse gas inventories and terrestrial carbon accounting.

Remote sensing allows for estimating forest biomass over a large a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forest biomass and to produce a forest biomass map for Muju county using forest biomass conversion table

developed by field plot data from the 5th National Forest Inventory and Landsat TM-5. Correl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select suitable independent variables for developing regression models. It was resulted that the

height class, crown closure density, and age clas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forest biomass. Six regression

models were used with the combination of these three stand variables and verified by validation statistics such

as root mean square error (RMSE) and mean bias. It was found that a regression model with crown closure

density and height class (Model V) was better than others for estimating forest biomass. A biomass conversion

table by model V was produced and then used for estimating forest biomass in the study site. The total forest

biomass of the Muju county was estimated about 8.8 million ton, or 128.3 ton/ha by the conversion table.

Key words : forest biomass estimation, biomass conversion table, regression model, remote sensing, national forest inventory

서 론

최근 세계적으로 바이오매스와 탄소 순환을 파악하고

이를 정량화함으로써 지구환경문제의 해결과 친환경 에

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Malhi et al., 2002; Bortolot and Wynne, 2005). 산림

이 탄소 순환과 지구온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 바이오매스는 탄소 메카니즘의 변화를 파악

하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으며(Fehrmann et al., 2008),

또한 탄소 순환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및 각종 산림 피해

의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기도 한다(Jakubauskas and

Price, 1997). 일반적으로 산림 바이오매스는 입목의 지상

부와 지하부의 건중량을 의미하지만 현지 산림조사와 위

성영상을 통한 산림 바이오매스의 추정은 입목의 지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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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건중량을 의미한다(Brown, 1997). 그러나 최근에

는 뿌리비율(Root ratio)을 지상부의 산림 바이오매스에 적

용하여 지하부의 바이오매스도 산출할 수 있다(손영모 등,

2007).

산림조사는 흉고직경이나 수고와 같은 정량적인 인자

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료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추정에 기본 자료로 이용된다.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는 전국을 4 km 단위의 격자로 구

획한 후 교차점에 표본점을 배치하여 다양한 산림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국립산림과학원, 2008). 따라서 전국 규모

로 수집되는 표본점 자료와 산림 바이오매스 전환계수를

이용하면 표본점별 산림 바이오매스의 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국 규모로 시행되는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소면

적 시군구의 경우 표본비율이 낮기 때문에 정도(精度)가

높은 산림 바이오매스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국

가산림자원조사는 표본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조

사 지점에 대해서는 산림 바이오매스 정보를 제공하지 않

아 산림 바이오매스의 공간적 분포현황을 제공하지 못하

는 문제점이 있다(손영모 등, 2007). 따라서 미조사 지점

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가정보를 이용한 내삽방법을 통한

산림정보의 추정이 일반적인 방법이다(Salvador and Pons,

1998; Katila and Tomppo, 2002; Labrecque et al., 2006).

위성영상과 같은 부가정보의 이용은 자료의 수집과 가공

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조사 방법에 비해 비용이 저렴

하며,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Bortolot

and Wynne, 2005).

본 연구는 전라북도 무주군의 산림 바이오매스를 추정

하고 바이오매스의 공간적 분포를 제공하기 위해 표본점

의 자료에 근거하여 산림 바이오매스 변환표를 작성한 후,

미조사 지점의 임분 변수를 위성영상으로 추출한 후, 무

주군의 산림 바이오매스 주제도를 작성하고 전체 산림 바

이오매스를 추정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본 연구는 동경 127° 31'~127° 54', 북위 35° 47'~36°

04'에 위치하고 있는 전라북도 무주군을 대상으로 수행되

었다. 무주군은 전라북도 최동북단의 소백산맥 서사면에

위치하며, 충청남·북도와 경상남·북도와 인접하여 5도

의 경계를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 내륙지방 중에 가장 중

심부를 점유한 산악지대이다(Figure 1). 한편 무주군의 평

균 해발고도는 290 m이며, 평균 기온은 11.4oC이며 연 평

균 강수량은 1,397.3 mm이다. 

2006년 현재 무주군의 총 면적은 63,173 ha이며 이 중

산림면적은 82.2%인 51,940 ha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면

적 중 침엽수림의 면적은 14,637 ha(28%), 활엽수림은

21,352 ha(40%), 그리고 혼효림은 15,443 ha(30%)로 나타

나 활엽수림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나머지는 제지나 무

입목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무주군의 총 산림 축적은

4,843,576 m3이며, ha당 평균 재적은 109.82 m3로 전국 평

균 임목축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무주군, 2007).

2. 위성 영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위성영상은 공간해상도가 대면적

산림자원조사의 야외표본점 크기와 유사한 Landsat TM-

5(촬영일시:2005년 4월 28일)로, 연구 대상지인 무주군을

포함하는 영상(path 115, row 35)을 사용하였다. 위성영상

Figure 1. Location of the study site.



산림 바이오매스 변환표와 위성영상을 이용한 무주군의 산림 바이오매스추정 411

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RMSE가 1 pixel(25 m) 이내가

되도록 ERDAS 프로그램으로 기하보정을 하였으며 최근

린(Nearest Neighbor) 기법에 의해 재배열되었다.

연구 대상지의 식생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위성영상의

분광값을 이용하여 정규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계산하였다. 산출된 픽셀별 정규식생

지수를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k-means 분류기법을 이

용하여 4개의 등급(물, 비식생, 저밀도 식생, 고밀도 식생)

으로 구분하였다(Labrecque et al., 2006). 또한 수집된 야

외 표본점의 자료와 최근린 분류기법을 적용하여 연구 대

상지를 대상으로 수관밀도, 수고, 경급 그리고 영급 등의

주제도를 제작하였다(Hardin, 1994).

3. 야외 표본점의 산림 바이오매스 추정

연구 대상지인 무주군의 산림 바이오매스 추정과 주제

도 작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에

서 수집된 2006년과 2007년의 2년 동안의 야외 표본점 조

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가산림자원조사를 통해 2년간

전국적으로 조사된 총 5,797개 표본점을 대상으로 표본점

별 ha당 산림축적을 산출하였다. 표본점별 산림축적에 목

재기본밀도와 바이오매스 전환계수 및 뿌리 비율을 적용

하여 각 표본점에 해당하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임상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손영모 등, 2007; IPCC, 2003).

야외 표본점의 임상 구분은 표본점 조사에서 측정된 임

목들의 흉고단면적을 계산 한 후, 침엽수 및 활엽수의 흉

고단면적 비율에 따라 침엽수림, 활엽수림, 그리고 혼효림

으로 분류하였다. 침엽수 또는 활엽수의 흉고단면적 합계

가 표본점 전체 흉고단면적의 75% 이상인 경우 각각 침

엽수림과 활엽수림으로 분류하였으며, 해당 표본점에 생

육하는 침엽수의 흉고단면적 합계가 전체의 24~74%이면

혼효림으로 분류하였다.

4. 산림 바이오매스 변환표를 이용한 산림 바이오매스

추정과 검증

미조사 지점을 포함한 무주군의 산림 바이오매스를 추

정하기 위해 임분 변수와 산림 바이오매스의 관계를 이

용하여 회귀모형을 도출한 후, 산림 바이오매스 변환표

를 제작하였다(Fournier et al., 2003). 먼저, 산림 바이오

매스의 최적 회귀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야외 표본점에

서 수집된 자료에서 영급, 경급, 수고, 그리고 수관밀도

의 임분 변수와 산림 바이오매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다. Table 1은 임분변수 중에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는 임분 변수의 조합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

들이다(Fournier et al., 2003; Labrecque et al., 2006).

여기서 H는 임분 수고등급, CD는 수관밀도, AGE는 영

급을 의미하며, a, b, c, d, e는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

여야 할 회귀계수이다.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로 사용된 임분 변수 중에서 수관

밀도는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 조사된 표본점별 수관밀도

를 이용하였으며, 4개의 등급(1: 12.5%, 2: 37.5%, 3:

62.5%, 4: 87.5%)으로 구분하였다. 영급은 야외 표본점에

수집되는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수고는 해당 표본점의 평

균 수고를 3 m 간격으로 총 8개 등급(1: 6m 이하, 2: 6.1

m~9 m, 3: 9.1 m~12 m, 4: 12.1 m~15 m, 5: 15.1 m~18

m, 6: 18.1 m~21 m, 7: 21.1 m~24 m, 8: 24 m 초과)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6가지 회귀모형 중에서 산림 바이

오매스 추정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 통계적 검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적 검증통계량은

교차 대조법(leave-one-out cross-validation)에 의한 추정치

의 오차(RMSE)와 평균편의(mean bias)이다(Katila and

Tomppo, 2002). 즉, 각 회귀모형의 바이오매스 추정 능력

을 평가하기 위해 야외 표본점의 바이오매스 실측치와 회

귀추정식에 의한 바이오매스 추정치를 이용하는 교차 대

조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차대조법에 의

한 추정치의 오차와 평균편의( )는 다음과 같은 식 (1)과

(2)에 의해 산출하였다.

RMSE =  (1)

(2)

여기서 y
i
는 야외 표본점 i에서의 측정치, 는 통계적 기

법에 의해 추정된 추정치, 그리고 n은 야외 표본점의 개수

이며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 2년간 조사된 5,797개의

표본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통계적 검증을 통

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회귀모형에 근거하여 연구 대상지에

적용하기 위한 임상별 산림 바이오매스 변환표를 작성하였

으며, 위성영상 분류에 의한 각 임분 변수를 이용하여 무주

군의 산림 바이오매스 추정과 주제도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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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gression models used in this study for producing

forest biomass conversion table. 

Regression model Biomass Estimation Equations

Model I Biomass=aCD
b

Model II Biomass=ae
b/CD

Model III Biomass=aH+bCD+cH
2
+dCD

2
+e(H×CD)

Model IV Biomass=aH+bCD+c(AGE)

Model V Biomass=aH+bCD+c(H×CD)

Model VI Biomass=aH+bCD+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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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야외 표본점의 산림 바이오매스 산출

야외조사가 실시된 표본점 5,797개를 대상으로 국가산

림자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임상별 산림 바이오매스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임상

별 산림 바이오매스는 표본점별로 측정된 임목자원정보

에 근거하여 임상별 임목축적을 추정한 후, 바이오매스 전

환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표본점별 임상 구분은 표본점 조사에서 측정된 임목들

의 흉고단면적을 계산 한 후, 침엽수 및 활엽수의 흉고단

면적 비율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표본점별

임상을 분류한 결과 전체 5,797개 표본점 중에서 침엽수

림이 1,785개(31%), 활엽수림이 2,383개(41%), 그리고 혼

효림이 1,629개(28%)로 활엽수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797개 표본점에 대한 ha당 산

림 바이오매스는 135.8 ton으로 추정되었으며 표준편차는

117.5 ton으로 표본점별 변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추정하기 위해 사

용된 표본점이 전국 규모로 개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임상별 ha당 바이오매스 추정치를 보면 활엽수가 149.9

ton으로 가장 크고 침엽수가 113.8 ton으로 가장 적은 것

으로 추정되었다. 활엽수림의 경우 ha당 바이오매스 양이

크지만 표본점별 변이가 상대적으로 커서 표준편차가 124.3

ton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엽수림의 경우 표본점의 최대

바이오매스 양도 다른 임상에 비해 큰 것으로 보아 상대

적으로 영급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혼효림의 ha당 바이

오매스 추정치는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의 중간 정도를 나

타내고 있지만 표준편차는 가장 작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산출된 야외 표본점의 산림

바이오매스를 실측치로 간주하였다. 한편 이 실측치는 동

일한 표본점을 대상으로 회귀모형에 의한 산림 바이오매

스 추정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모집단으로 이용하였다.

2. 산림 바이오매스 변환표를 이용한 산림 바이오매스

추정

산림 바이오매스 변환표의 작성을 위해 임분 수고등급,

수관밀도, 그리고 영급을 독립변수로 하는 6개 바이오매

스 추정식을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각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를 보면 모형 I과

II는 각각 0.39와 0.36으로 낮은 반면, 모형 III부터 VI까지

의 4개 모형에 대한 결정계수는 0.85~0.88까지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과 II는 수관밀도 하나의 독립변수에 의해 바이오

매스를 추정하는 식으로 각각 대수식과 지수식으로 표현

된 회귀모형이다(Labrecque et al., 2006). 이 식들은 양변

에 자연대수를 취하면 직선화되는데, 이 직선식의 변형된

모형은 각각 y-절편을 갖는 일반적인 단순 직선회귀식이

다. 반면에 모형 III부터 VI까지는 임분 수고등급, 수관밀

도, 그리고 영급의 조합으로 독립변수를 만든 다중 직선

회귀식이지만 y-절편이 없는 모형으로, 대부분 캐나다에

서 바이오매스 추정을 위해 개발된 BioCLUST 기법과 유

사한 모형이다(Fournier et al., 2003). 그런데 회귀모형에

서 y-절편이 없는 경우에는 결정계수를 산출하기 위해 제

곱합에서 보정항(Correction Factor)를 빼지 않은 비수정

제곱합(Uncorrected Sum of Square)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제곱합 중에서 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제곱합이 커져

결과적으로 큰 결정계수를 갖게 된다. 따라서 모형 I과 II

를 모형 III~IV과 단순히 결정계수의 대소에 의해 바이오

매스 추정능력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각 모형의 바이오매스 추정오차를 보면 54.5 ton/ha~72.9

ton/ha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모형 I과 II의 추정

오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모형의 평균편의에서도 비교적 큰 음수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모형에 의한 추정치가 실

측치보다 적은 것을 의미하는데, ha당 17~20 ton 내외의

바이오매스를 과소 추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결과적으로 모형 I과 II는 다른 모형에 비해 산림 바이오

매스 추정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산림 바이오매스

변환표 작성에 이용되는 최종 회귀모형에서 제외시켰다.

다양한 임분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 III~VI의 경

우 결정계수의 값은 4가지 모형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임분 수고등급, 수관밀도, 그리고 영급을 독립변수로 모형

Table 2. Forest biomass statistic based on the 5th National
Forest Inventory data.

Forest Cover 
Type

Number of
Sample Plots

Forest Biomass Statistics(ton/ha)

Mean Min. Max. S.D.

Conifers 1785 113.8 0.8 489.1 115.2

Deciduous 2383 149.9 0.5 541.4 124.3

Mixed 1629 139.4 1.2 503.0 111.4

Total 5797 135.8 0.5 541.4 117.5

Table 3. Comparison of validation statistics for six regression

models used in this study.

Regression
Model

R2 RMSE 
(ton/ha)

Mean Bias 
(ton/ha)

Model I 0.39 70.9 -17.30

Model II 0.36 72.9 -20.64

Model III 0.87 55.2 0.74

Model IV 0.88 54.5 0.68

Model V 0.86 58.0 0.23

Model VI 0.85 60.8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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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88로 가장 높은 반면 동일한 독립변수를 가지는 모

형 VI은 0.8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VI

은 모형의 평가통계량인 평균편의가 5.18 ton/ha로 나타나

실측치에 비해 과대 추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산림 바이

오매스 변환표 작성을 위한 회귀모형으로서는 문제가 있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모형 III, IV, 그리고 V는 결정계수뿐만 아니라 평가통

계량인 모형의 추정오차나 평균편의의 값이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와 모형의 추정오차인 RMSE의 경우 임분 수고등급, 수관

밀도, 그리고 임령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 IV가 다소 우

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모형의 평균편의 경우에

는 임분 수고등급과 수관밀도를 사용하는 모형 V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모형 V의 추정오차는 58.0 ton/

ha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모형 III이나 IV에 비해서는 다

소 높지만 외국의 유사한 연구(Fazakas et al., 1999;

Luther et al., 2006)에서 보고된 추정오차에 비해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Figure 2). 또한 모형 V는 임분 수고등급과

수관밀도의 두 가지 독립변수를 이용하는 반면, 모형 VI

는 이 두 가지 독립변수 외에 영급을 독립변수로 이용하

기 때문에 산림 바이오매스 변환표를 작성할 경우 매우

복잡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산림 바이오매스 추정을 위

한 변환표 작성을 위해 임분 수고등급과 수관밀도의 2개

임분 변수의 조합을 독립변수로 모형 V를 최적 회귀모형

으로 선정하였다. Table 4는 이 회귀모형에 대한 회귀계

수, 추정된 임상별 ha당 바이오매스, 추정오차, 그리고 평

균편의를 요약한 것이다.

모형 V를 이용한 임상별 산림 바이오매스 추정치는 침

엽수, 활엽수, 그리고 혼효림이 각각 114.1 ton/ha, 150.1

ton/ha, 139.4 ton/ha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외 표본점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실측치(Table 2)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모형 V에 의한 임상별 바이오매스의 평균편의

를 보면 혼효림의 경우 0.03 ton/ha로 실측치와 추정치 간

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침엽수림과 활

엽수림의 평균편의도 모두 0.27 ton/ha로 추정치와 실측치

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별 모형의 추

정오차를 보면 활엽수림이 다른 임상에 비해 다소 큰 61.8

ton/ha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활엽수림의 표본점 개수

가 다른 임상에 비해 많아 상대적으로 큰 변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Table 5는 본 연구에서 선정된 회귀모형 V에 의해 작성

된 임상별 산림 바이오매스 변환표이다. 이 바이오매스 변

환표는 임분 수고 8개 등급과 수관밀도 4개 등급에 따라

임상별로 추정된 산림 바이오매스를 ha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임분 수고와 수관밀도에 따라 침엽수림은 바이오매

Table 4. Estimates of regression coefficients and validation statistics for Muju county by Model V. 

Forest Cover type
Regression Coefficients MEAN

(ton/ha)
RMSE
(ton/ha)

Mean bias
(ton/ha)a b c

Coniferous 3.79 6.31 7.54 114.1 45.3 0.27

Deciduous 5.07 4.10 11.27 150.1 61.8 0.27

Mixed 6.40 6.02 8.71 139.4 55.3 0.03

Total 3.39 7.41 9.23 136.1 58.0 0.23

Figure 3. Thematic map of forest biomass in Muju County by biomass conversion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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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17.6~296.8 ton/ha인 반면 활엽수림은 범위가 더 넓

은 20.4~417.6 ton/ha이었다. 또한 혼효림은 침엽수림과 활

엽수림의 중간 정도인 21.1~354.0 ton/ha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3. 연구 대상지의 산림 바이오매스 추정과 주제도의 작성

Table 6은 연구 대상지인 무주군의 산림 바이오매스를

추정한 결과이다.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 2006년과 2007

년에 조사된 무주군의 야외 표본점은 58개인데, 표본점의

평균 산림 바이오매스는 166.4 ton/ha이며, 표준편차는

91.0 ton/ha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회귀분석을 통해 작성

된 산림 바이오매스 변환표로 산출한 무주군의 평균 산림

바이오매스는 128.8 ton/ha이고 표준편차는 62.8 ton/ha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본점별 무주군의 실측 산림 바이오

매스의 범위는 27.5~478.2 ton/ha인 반면 본 연구에서 작

성한 바이오매스 변환표에 의한 범위는 20.0~352.1 ton/ha

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연구 대상지

인 무주군의 전체 산림면적 56,174 ha에 대한 총 산림 바

이오매스량은 야외 표본점 자료와 바이오매스 변환표를

적용하여 추정할 경우 각각 약 864만ton과 881만ton으로

계산되어, 두 방법 간에는 약 17만ton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이를 ha 단위로 환산하면 야외 표본점 자

료가 바이오매스 변환표 방법에 비해 36 ton 정도 많은 것

이다.

미조사 지점에 대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추정하기 위해

서는 해당 지점의 임상과 수관밀도, 그리고 임분 수고의

정보가 요구된다. 미조사 지점의 수관밀도와 임분 수고에

대한 정보는 식생지역으로 분류된 위성영상과 최근린 기

법을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임분 수고 및 수관밀도 주제

도, 식생도, 그리고 산림 바이오매스 변환표를 이용하여

무주군의 산림 바이오매스 주제도를 작성하였다(Figure 3).

식생/비식생 주제도에서 식생지역에 위치하는 픽셀의

개수는 624,141개(약 56,173 ha)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주

군의 전체 산림(51,732  ha)보다 과대 추정된 결과이다(무

주군, 2007). 이는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지의 산

림뿐만 아니라 논, 밭, 그리고 공원 등을 식생으로 분류하

Table 5. Biomass conversion table made by Regression Model V.

Forest Cover  Crown Closure
Height Class

1 2 3 4 5 6 7 8

Conifers

1 17.6 29.0 40.3 51.6 63.0 74.3 85.6 97.0

2 31.5 50.4 69.2 88.1 107.0 125.8 144.7 163.6

3 45.3 71.8 98.2 124.6 151.0 177.4 203.8 230.2

4 59.2 93.1 127.1 161.0 195.0 229.0 262.9 296.8

Deciduous

1 20.4 36.8 53.1 69.5 85.8 102.1 118.5 134.8

2 35.8 63.4 91.0 118.6 146.3 173.9 201.5 229.1

3 51.2 90.1 128.9 167.8 206.7 245.6 284.5 323.3

4 66.6 116.7 166.9 217.0 267.2 317.3 367.5 417.6

Mixed

1 21.1 36.2 51.4 66.5 81.6 96.7 111.8 126.9

2 35.9 59.7 83.5 107.3 131.1 155.0 178.8 202.6

3 50.6 83.1 115.7 148.2 180.7 213.2 245.8 278.3

4 65.3 106.6 147.8 189.0 230.3 271.5 312.8 354.0

Table 6. Comparison of forest biomass estimates for Muju county by NFI data and biomass conversion table. 

Classification No. of Plots
Forest Biomass Estimates (ton/ha)

Mean Min. Max. S.D. Total

NFI data 58 166.4 27.5 478.2 91.0 7,019,110

Biomass Conversion Table
624,141

(56,173ha)
128.3 20.0 352.1 62.8 7,516,548

Figure 3. Thematic map of forest biomass in Muju County

by biomass conversion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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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포함시킨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바

이오매스 변환표에 의한 바이오매스가 국가산림자원조사

에 의한 추정치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산

림과 기타 식생지역의 구분을 위한 연구가 요구되며, 현

실 산림을 표현할 수 있는 최신 임상도가 제공된다면 보

다 현실성 있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추정 및 주제도의 제

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용된

영상은 계절적으로 봄에 해당하여 무주군의 일부 고지대

의 경우에는 식생구분 및 임분 변수들의 주제도 제작에

있어서 오차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군의 현실 산

림을 표현할 수 있는 다중시기 영상을 이용한 연구가 요

구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 무주군을 대상으로 바이오매스 추

정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최적의 산림 바이오매스 변환표

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무주군 전체의 산림 바이오매스를

추정하고 바이오매스 주제도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 바이오매스와 다양한 임분 변수와의 상관분석

을 통해 산림 바이오매스 추정 회귀모형에 적용할 독립변

수를 선정하였다. 사용된 바이오매스 추정식은 수관밀도,

임분 수고등급, 그리고 영급을 독립변수로 갖는 6개의 회

귀모형이다. 야외 표본점에서의 산림 바이오매스 실측치

와 회귀모형에 의한 추정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교차대조

법를 이용하여 추정치의 오차(RMSE)와 평균편의를 검증

통계량으로 사용하였는데, 회귀모형 V의 추정능력이 우

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를 이용하여 산림 바이오매스 변

환표를 작성하였다. 산림 바이오매스 변환표에 의한 전라

북도 무주군의 ha당 평균 산림 바이오매스는 128.8 ton으

로 추정되었으며, 무주군의 총 산림 바이오매스는 723만

ton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회귀모형 V는 캐나다

에서 개발된 BioCLUST 방법 및 BioSTRUCT 방법과 유

사한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산림 바이오매

스 변환표에 의한 추정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

에 여러 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산림에 적합한 추정방

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산림 바이오매

스 추정에서 위성영상에 의한 최근린 기법을 많이 사용하

고 있어, 위성영상의 분광값을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로 이

용한다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이용한 중해상도 위성영상이 아

닌 IKONOS 또는 QUICKBIRD, 그리고 국내 고해상도

위성영상인 KOMPSAT-2를 활용한다면 임상별 산림 바이

오매스뿐만 아니라 개체목에 대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

에 좀 더 세밀한 수종별 산림 바이오매스의 추정도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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