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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Verifying about eligibility of targeted site is necessary for execute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R CDM) project which is followed by system of
Kyoto protocol. The site have to be identified by which could not be in conformity with definition of
forest. This study tried to propose a technology of classify for site selection of A/R CDM. We chose
several parts of Yangpyeng as study area and applied LiDAR data and remotely sensed imagery for
considering about tree height, degree of crown closure, and land area which 3 factors for identify forest.
LiDAR data was used for offset the shortage of remotely sensed imagery that cannot perfectly
determine the forest definition due to absence of 3-dimentional information, but can be obtained from
LiDAR. Considering tree height, degree of crown closure, and land area simultaneously by moving
window, classified fields to forest and non forest based on pixel size. As a result, 124.06 ha for suitable
to doing plantation and approximately 357.02 ha are in negative. Technology that applied for analyzing
will provide fundamental methodology not only site selection for A/R CDM, but will be utilized in
other Kyoto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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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교토메커니즘의 체제하에서 신규조림 및 재조림(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R CDM) 사업을 위해서는 대상지적격성 입증이 필요하다. 대상지 적격성

입증을위해서는과거에서현재까지산림이아닌지역으로규정되어있으므로현재대상지역이산림정의에

부합되지않음을입증하여야된다. 본연구에서는위성 상을이용하여A/R CDM 대상지를선정을위한분

류기법을제시하고자한다. 연구대상지는양평군양평읍의일부지역을선정하 고, 산림정의에부합하는3

가지 요소 즉, 수고, 울폐도, 면적을 고려하여 LiDAR 자료와 항공사진을 이용하 다. Moving window를

적용하여 수고, 토지면적, 울폐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화소기반 산림/비산림 지역으로 분류하 다. 그 결과,

조림 가능지역은 124.06 ha이고 조림 불가지역은 약 357.02 ha이다. 분석에서 적용된 기법은 A/R CDM

사업대상지선정뿐만아니라기타교토메커니즘의활용에기초방법론을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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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5년교토의정서의공식발표이후온실가스감축

의무를 이행하는데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발도상국에서

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Robert et
al., 2008). 이는부속서I (선진국) 국가들이제1차공약

기간(2008-2012) 동안자국의온실가스감축의무를달

성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되었다(IPCC, 1996; IPCC,

2006). CDM은 신규조림 및 재조림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A/R) CDM 사업의형식으로조림

활동을 통하여 산림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

다(배재수, 2006).

A/R CDM 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사업의토지적격

성에 부합되는 대상지를 선정해야 된다(Penman et
al., 2003). 신규조림 사업대상지는 50년 전과 현재 모

두 산림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하고, 재조림 사업대상

지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과 현재 산림이 아닌 지역

이어야 한다. 토지 적격성은 조림 유치국이 CDM

Executive Board (EB)에제출된산림정의에의해판단

된다(IPCC, 1996; IPCC, 2006). 한국은 제5차 국가산

림자원조사에서활용하고있는산림의정의를원용하여

산림을최소토지면적 0.5 ha, 최저수고 5 m, 최소수

관울폐도10%로정의하여CDM EB에제출하 다.

산림정의에 의한 적격성 입증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우선순위는 위성 상이나 항공사진을 이용

한 토지피복에 대한 분석이다. 현재까지 등록 성공된

A/R CDM 사업의성공사례에의하면대상지는거의수

목이 없는 황폐지 상태 기 때문에, 조림지로 판정받기

쉬웠다. 따라서A/R CDM 토지적격성입증에서대상지

에 수목이 존재하는 경우를 바탕으로, 산림의 3가지 요

소에대한분석사례가없는상황이다.

한국은1970~1980년대에성공적인산림녹화로인해

A/R CDM에 적합한 지역을 찾기 어려우며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산림이 아니었던 황폐지를 찾아보기가 어

렵다(이동근 외, 2007). 이와 같이 대상지가 불량림에

속하거나 수목이 존재하지만 산림에 부합되지 않는 경

우, 그에대한객관적인분석이필요하다. A/R CDM 대

상지 선정을 위해서는 수고, 울폐도, 면적에 대한 정보

가 필요하다. 위성 상은 산림정의에서 울폐도와 면적

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지만, 3차원 정보가 필요한 수고

에대한분석에는한계가있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자료를 이용한 산림정보 분석이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Kwak et al., 2010; 박태진 외, 2011).

LiDAR 시스템은 능동형 센서에서 방출된 레이저펄스

를 이용하여 대상물체에 반사되는 시간을 계산하고 계

산된거리에따라3차원정보를취득할수있다. LiDAR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수고는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

진 자료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Nilsson, 1996). 즉, 산림에 대한 분석에서 LiDAR 자

료가 유용한 부분은 수고 및 지하고를 포함한 산림정보

를가질수있는것이다.

이에본연구는LiDAR 자료를이용하여수고, 면적,

수관울폐도 세 가지 산림 요소에 대한 분석기법을 통하

여A/R CDM 대상지를선정하고산림정의에의한분석

기법을 통하여 조림을 실행한 후 묘목생장에 대한 모니

터링 단계에서도 산림요소를 이용한 생장 모니터링에

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및방법

1) 대상지 및 연구재료

대상지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의 일대이며(127°

30°′E~127°31′30″E, 37°31′N~37°31′30″N) 그 지리

적위치는 Fig. 1과같다. 사용된 항공사진은 2009년에

촬 된 자료이다. LiDAR 데이터는 ALTM 3070에 의

해 2009년 4월 11일부터 5월 28일 사이에 수집된 자료

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MicroStation과 TerraScan

에 의해 스캔 각도가 ±10°이외인 지역을 배제하 다.

사용된항공사진은2009년에촬 된자료이다.

2) 연구방법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지침서에서는 산

림은 최소 면적(Minimum area)이 0.5 ha 이상, 수고

가 최소한 5 m까지 자랄 수 있는 입목의 수관울폐도

(Canopy cover)가 10% 이상인 토지로서 최소폭

(Minimum width)이 30 m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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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다.

산림정의의 3가지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본연구에서는토지피복도를이용하여식생지역을도출

하 고, 식생지역에서 LiDAR 자료를 이용하여 픽셀기

반 수고를 구한다음 Moving window를 이용하여 면적

과 울폐도 요소를 분석하여 산림지역/비산림지역을 선

정하 다. 사용한 도구는 ERDAS IMAGINE 9.1의

Model Maker이다.

(1) 수고

LiDAR 자료를 이용하여 수고를 선정하는 방법은 주

로 LiDAR 데이터의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Ground

Returns와 수관표면에서 반사되는 Conopy Returns

을 이용하여 수치지형모델(Digital Terrain Model,

DTM)과 수치표면모형(Digital Surface Model, DSM)

을 제작한다(Kwak et al., 2007; Kwak et al., 2010;

Park et al., 2012). 그리고 DTM(혹은 DEM)과 DSM

의 차이를 이용하여 수관높이모형(Crown Height

Model, CHM)을 구하고 제작된 CHM 혹은 DCM을 이

용하여 픽셀의 분포특징을 고려하여 식생의 수관폭 중

심점을찾고수목에대한분석이이루어진다.

산림정의에 따르면 산림지역의 수고는 5 m이상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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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ntire process of this study.

Fig. 1.  Study area presented in aerial photograph taken from April to May, 2009.



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LiDAR 자료를 토

지피복의 가장 높은 고도에서 반사되는 값을 기록한

Digital Surface Model (DSM)과 지표면을 반사하는

값을 기록한 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구축

하 다. DSM과 DEM은 개체목의 크기를 고려하여 공

간해상도는 1 m로정하고DSM과DEM의차를이용하

여 식생의 고도 Digital Canopy Model(DCM)을 구하

다.

이와같은방법으로추정된수고는실제의수고와비

교하 을때수종및 도에따라오차범위가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1 m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Kwak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수고의 과소 추정 가능성에

서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하고 1 m 래스터의 범위에서

최고값이수관의정점을의미한다고가정하 다.

(2) 면적과울폐도

면적과 울폐도를 파악하는 데는 면적의 경계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임분단위로 산림 경계를 구분하려면 우

선임분의구성에따른임분구분이필요하다. 임분단위

의 분류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상분할기법

(Segmentation)기법이다. 하지만 상분할 시 사용되

는분할된 상의모양과크기에대한임계값지정시에

분석자의주관적인판단의 향을많이받는다. 이런한

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지역

을화소단위로분석하고, Moving Window를이용하여

화소마다주변의0.5 ha의범위에대하여분석하 다.

울폐도와 산림면적을 고려하기 위하여 우선 공간해

상도가1 m인DCM에서픽셀의값이5보다크면1로간

주하고작으면0으로간주하여0과 1로된값을가진새

로운래스터레이어를도출하 다.

도출된새로운레이어에서화소가71×71의window

안에중앙위치에있었을때, 범위안에있는화소의값

중에서 5 m이상인 화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

다. 계산된 값을 중앙 위치에 있는 화소의 값으로 전환

하여 10%이상인 지역은 산림으로 간주하고 10%미만인

지역은조림가능지역(비산림)으로선정하 다.

(3) 정확도분석

정확도분석은산림지역과비산림지역두개의카테

고리에서클래스별20개씩총40개의검증지역을선정

하여산림지역여부를항공사진으로검증하여분류정확

도를 분석하 다. 또한 산림정의에 따른 산림면적 내에

서의분류결과를비교해보기위하여Moving window

와 똑같은 크기의 정방형 경계선에서 중심점을 기준으

로결과를비교해보았다.

3. 결과및고찰

1) 수고에 대한 분석 결과

Fig. 3은전체대상지역에서식생지역만도출한그림

이다. 전체 대상지 면적 약 661ha에서 식생지역은 약

481 ha이다. 이지역에서DCM를추출하여수고의분포

도를작성하 다(Fig. 3(b)). 노란색으로표시된부분은5

m이하인지역이고청색은5 m이상의지역을나타낸다.

수고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Fig. 3(c)와 같이 5

m 이상인지역을도출하 고그면적은약190 ha로나

타났다. 대상지역에서 수고가 높은 지역은 동쪽방향에

위치하고수고가가장높은지역은32 m에달한다.

2) 면적과 울폐도에 대한 계산

수고로만 보았을 경우 Fig. 3(c)에서 제시된 지역만

산림으로구분되어야하지만산림면적과수관울폐도를

고려할 경우 전체 대상지역에서 5 m이하인 지역이 주

변의 수목의 향으로 인하여 산림지역으로 구분될 수

도있고, 반대로5 m이상인지역이산림지역이아닐수

도있다. Fig. 3(d)는 5 m이상인픽셀을1로간주하고5

m이하인픽셀을0으로간주한레이어로부터추출된값

에서 71×71의 window의 중심점의 값의 크기로 울폐

도가 계산되고 산림지역을 추출된 결과이다. Fig. 3(d)

에서흑백으로나타낸부분은산림지역이고칼라부분은

울폐도의 정의에 의하여 산림지역에서 배제된 부분을

나타낸다. 또한 Fig. 3(d)에서 대상지역에 속하지만

Nodata로값이없는지역은울폐도계산과정에서사용

되는 1과 0값을 가진 레이어로 인해 생성된 것이다. 즉

0값을 가진 낮은 수목들의 Window 범위 내에서 수고

가5 m이상인지역이하나도없을경우0값으로계산되

고Nodata 처리된다.

비 산림지역은 Fig. 3(d)에서의 칼라부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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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cedure of extracting nonforest and forest area.

(c) Distribution of tree height(above 5m) (d) Colored nonforest area(less than 10%)

(b) Distribution of tree height(above and below 5m)(a) The vegetation area



라 수고의 정의에서 5 m미만이며 울폐도도 낮은 지역

도 포함된다. 따라서 비산림 지역은 Fig. 3(d)에서 도출

된 산림지역을 대상지역에서 배제한 부분이다(Fig.

4(a)). Fig. 4(a)에서 녹색으로 구분된 지역이 산림지역

이고노란색이비산림지역으로조림가능지역이다.

그 결과 전체 대상지역에서 조림가능지역은 약

124.06 ha이고, 산림지역은 약 357.02 ha으로 조림지

역의 면적이 작고 분포가 분산되었다. 앞에서 수고가 5

m이상인 지역을 추출한 면적과 산림지역으로 구분된

면적을비교해보면약 167 ha가면적과울폐도의요소

로 산림으로 구분된 것을 알 수 있다(Fig. 4(b)의 노란

사선부분). 이는 면적과 울폐도를 분석할 때 어떤 방법

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큰 차이가 날 수 있을 수

있다는것을제시할수있다. 따라서조림지역을선정할

때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건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임분단위의상태뿐만아니라전체지역에서그임분혹

은개체목의상황에대하여잘파악해야된다.

본연구에서최종적으로선정된A/R CDM 대상지역

의공간분포를보면, 작은면적의세부조림지역으로흩

어져 있고, 분산이 심하다. 따라서 면적이 크고 집중된

조림지역보다 조림 시 발생되는 운반비용이 더 많이 소

요될 것이고 주변 수목의 향에 의하여 빛과 양분의

흡수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묘목의 초기 생장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Fig. 4(a)에서 조림가능지

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현재 대상지 적격성에 부합되지

만, A/R CDM 조림사업의대상지로선정하기엔적합한

지역이아니라고판단된다.

3) 정확도 검증

Fig. 4(a)의 결과를 바탕으로 총 40개의 검증지역을

선정하고 항공사진을 참조자료로 분류정확도를 분석하

다. Table 1은 조림지역과 산림지역의 정확도분류표

(Error matrix)이다. 분석한결과조림지역과산림지역

에 대한 분류 정확도는 92.5%에 달하고 Kappa value

는 0.8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분류 결과는 비교적 높

은정확도를나타낸다.

분류결과를비교해보기위하여Fig. 5와같이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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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result of study area.

(a) Integration of forest and plantable area (b) forested and planted area by the criterion of tree height



의 test 지역을 선정하여 분류결과(Fig. 5(a))와 항공사

진(Fig. 5(b))을비교하 다.

Fig. 5(a)와 Fig. 5(b)를 비교해 보면, 비교적 정확하

게 분류된 test 지역은 4, 7, 9, 10~22지역이고 나머지

test 지역은1~3, 5, 6, 8지역은조림가능지역으로분류

되었다. 참조자료와 비교한 결과 산림지역과 비산림 지

역의 구분이 거의 맞게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울폐도가 낮거나(11, 12) 수고가 작은(4, 10) 지역이 있

지만 여전히 산림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육안으로 분류

하기어려운지역에대하여매화소에대한분석을통하

여 정확하게 산림지역과 비산림 지역에 대하여 분석이

되었음을알수있다.

Appendix I은 Fig. 5에서의 test 지역을 table로 나

타낸 결과이다. Test polygon number는 22개의 test

지역을나타낸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토메커니즘 체제하에서의 A/R

CDM 대상지를선정하기위하여LiDAR 자료를이용하

여 산림과 비산림지역을 구분하 다. 한국과 같이 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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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erification scheme.

(a) The test area in forest and plantable area (b) Test area in aerial photo

Table 1.  Error Matrix of plantable area and forest area

Class
Plantable Forest Reference Classified Number Producers Users Kappa 

area area totals totals Correct Accuracy Accuracy value

Plantable area 18 2 19 20 18 94.74% 90%

Forest area 1 19 21 20 19 90.48% 95%

Column total 19 21 40 40 37 - -
0.85

Overall  
Classification 92.50%

Accuracy

Class
Plantable Forest Reference Classified Number Producers Users Kappa 

area area totals totals Correct Accuracy Accuracy value



성공국으로 알려진 나라에서 A/R CDM 대상지 선정이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LiDAR의 3차원 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정의의

수고, 면적, 울폐도를 적용하여 비산림지역을 도출하

다. 그 결과 양평군 양평읍의 일부지역에서 A/R CDM

대상지역을 선정하 고 조림가능지역 지도를 도출하

다. 그 결과, LiDAR 자료의 3차원 정보를 이용하여 보

다정확한수고정보를제시할수있었고, 산림면적과울

폐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객체 기반이 아닌 새로운 방

법을 제시하 다. 따라서 계산된 울폐도는 제한된 구역

에서 계산된 것이 아니라 대상지 전체 지역을 기반으로

반 되어 기존의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존 임상

도 혹은 항공사진 등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법론과

비교하 을 때 보다 높은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0.5 ha의정방형Moving window를사용하

기 때문에 window안에 포함되지 못하 지만 산림정

의에 부합되는 객체가 있을 수도 있는 한계점이 존재한

다. 따라서 향후 조림지 층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

를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판단된다.

또한, 교토메커니즘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체제인만큼 LiDAR 자료의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계가있다. 본연구방법론은현재개도국에바로활용될

수는 없지만, 한국과 같이 3차원정보 자료 구축이 가능

한지역에서의활용, 나아가서조림후의모니터링, 그리

고REDD+ 체제에서의활용에기초적인자료로제시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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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  The validation of test polygon area using areal photograph

Test polygon 1 2 3 4
Number Result Plantable area Plantable area Plantable area Forest area

Test polygon 5 6 7 8
Number Result Plantable area Plantable area Forest area Plantable area

Test polygon 9 10 11 12
Number Result Forest area Forest area Forest area Forest area

Test polygon 13 14 15 16
Number Result Forest area Forest area Forest area Forest area

Test polygon 17 18 19 20
Number Result Forest area Plantable area Forest area Forest area

Test polygon 21 22
Number Result Forest area Forest area

Aerial Photograph

Aerial Photograph

Aerial Photograph

Aerial Photograph

Aerial Photograph

Aerial Photograp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