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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림입지도의 지위지수 정보는 조사지점에만 존재하므로 미조사 지역에 대한 지위지수는 별도의 추정이 필

요하다. 미조사 지역의 지위지수 추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점자료로부터 연속표면을 생성하는 공간 내삽법인 크

리깅 기법을 적용하였다. Chapman-Richards 생장모델을 이용하여 표준지별 지위지수 추정치를 구한 뒤 가우시안, 구

형 및 지수형 베리오그램 모델별로 정규크리깅을 이용하여 단양 전역의 소나무림 지위지수를 격자단위(30 m × 30 m)

로 추정하였다. 교차검증을 위해 평균오차(ME), 평균표준오차(ASE) 및 평균제곱근오차(RMSE)를 계산하였다. 베리오

그램 모델 적합 결과, 상대 너깃이 가장 큰 가우시안 모델(37.40%)이 제외되었으며 구형 모델(16.80%)과 지수형 베

리오그램 모델(8.77%)이 선택되었다. 크리깅에 의한 지위지수 추정치는 지수형 모델을 적용한 경우 4.39~19.53, 구형

모델을 적용한 경우 4.54~19.23의 분포를 보였다. 교차 검증 결과, RMSE는 두 모델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구형모델의 ME와 ASE가 지수형 모델보다 작기 때문에 구형 베리오그램 모델 기반 지위지수 지도를 최종

적으로 선정하였다. 지위지수 지도로부터 산출된 단양지역 소나무림 평균 지위지수는 10.78로 추정되었다. 공간이질

성이 큰 우리나라 산림의 바이오매스 추정 시 지위지수 지도를 통해 지역적 변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탄소저장량 분포 추정의 정확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Site index information given from forest site map only exist in the sampled locations. In this study,

site index for unsampled locations were estimated using kriging interpolation method which can interpolate

values between point samples to generate a continuous surface. Site index of Pinus densiplora in Danyang area

were calculated using Chapman-Richards model by plot unit. Then site index for unsampled locations were

interpolated by theoretical variogram models and ordinary kriging. Also in order to assess parameter selection,

cross-validation was performed by calculating mean error (ME), average standard error (ASE) and root mean

square error (RMSE). In result, gaussian model was excluded because of the biggest relative nugget (37.40%).

Then spherical model (16.80%) and exponential model (8.77%) were selected. Site index estimates of Pinus

densiplora throughout the entire area in Danyang showed 4.39~19.53 based on exponential model, and 4.54~19.23

based on spherical model. By cross-validation, RMSE had almost no difference. But ME and ASE from

spherical model were slightly lower than exponential model. Therefore site index prediction map from spherical

model were finally selected. Average site index from site prediction map was 10.78. It can be expected that

regional variance can be considered by site index prediction map in order to estimate forest biomass which has

big spatial variance and eventually it is helpful to improve an accuracy of forest carbon estimation. 

Key words : site index, kriging, national forest inventory

서 론

산림바이오매스 밀도의 공간이질성은 산림의 생장에 영

향을 미치는 기후, 토양, 지형적 차이에 기인한다(Brown

et al., 1989; Iverson et al., 1994; Kimmins, 1997; Hall

et al., 2001). 지위지수(Site index)는 임목 생장의 중요한

환경 요인인 지형, 토양 특성 및 기후 등 생장을 지역적으

로 결정하는 환경 요인의 통합적인 효과를 반영한다(Vé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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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t-Onge, 2009).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지형이 복잡

하여 동일한 지역에서도 수종과 식생의 분포가 다양하고

임분 구조가 복합한 조건에서는(Shin et al., 2006) 지위지

수를 고려하여 바이오매스의 공간이질성을 탐색할 수 있

는 보다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위는 임분 기준령(Index age)에서 우세목 또는 준우세

목의 평균 수고로(Lee, 2000; Skovsgaard and Vanclay,

2008) 이는 임분 내 상층목의 수고가 임분밀도에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도 임분이 가지고 있는 생산능력을 잘 표현

하기 때문이다(Korea Forest Service, 2001). 지위지수의

추정은 대부분 현지 조사에 의존하므로 표본점 위주로만

그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Véga and St-Onge, 2009). 우리

나라의 경우 산림입지도 속성 정보에 지위지수 관련 정보

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산림입지도의 지위지수 정보는

조사 지점에 한해 DB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도의 수종

정보와 입지도 상의 표준지 우세목 수종 정보를 연결하여

임상도에서 구획된 모든 임분에 대한 지위지수를 구하기

는 어렵다. 해외의 경우 미조사 지점의 지위지수를 추정

하기 위한 공간 정보 활용이 활발한데 크리깅을 이용하여

미조사 지점의 지위지수를 추정하거나(Palmer et al., 2009;

Tang and Bian, 2009; Robinson and Hamann, 2011) 기

후, 지형 및 토양에 대한 공간모델링을 수행하여 생물물

리학적인 지위지수(biophysical SI) 분포를 추정하였으며

(Fournier et al., 2000) Lidar와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지위

지수 지도화를 시도한 사례가 있지만(Véga and St-Onge,

2009) 국내에서는 아직 미조사 지점의 지위지수 분포 추

정을 연구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조사 지역의 지위지수를 추

정하기 위해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 및 산림입지조사 자

료 등의 표본점 자료를 이용하고 크리깅에 의한 공간내삽

(Spatial interpolation)을 수행하여 단양 지역 전체 소나무

림의 지위지수 분포를 추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전체 면

적의 80.37%가 산악지대이다(Korea Forest Service,

2011). 단양군은 충청북도의 동북단에 위치하며, 동남쪽으

로는 경상북도 영주시, 북쪽으로는 강원도 영월군, 남쪽으

로는 경상북도 문경시, 서쪽으로는 제천시와 각각 경계하

고 있는 3도 접경의 도경계를 형성하고 있다(Figure 1). 경

지면적은 11.2%에 불과하며 집단 취락 및 도시 지역 일부

가 분지와 구릉으로 형성되었을 뿐 대부분 산악으로 이루

어져 험준한 산세를 형성하고 있다. 주 수계는 남한강 상

류로서 본 지역을 관통하여 충주호를 형성하며, 지류로서

오대산에서 발원한 평창강 등이 소백산에서 발원한 죽령

천, 단양천, 금곡천 등과 합류하여 남한강(충주호)으로 유

입된다(Dangyang County Office, 2012).

단양지역의 고도 분포 범위는 160~1,420 m로 동쪽 지

역의 고도가 높은데 이 지역에 소백산이 위치하고 있다

(Figure 2(a)). 고지대의 소백산 지역에는 갈색산림토양형

(B)이 주로 분포하며 남한강 양안으로는 암적색산림토양

(DR)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Figure 2(b)).

단양지역 소나무의 분포 면적은 디지털 항공사진(2007

년 10월 촬영) 판독기반의 단양군 정밀임상도(1:5,000)

Figure 1. Location of the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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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으로 할 때 12,936.53 ha로 대표 임상인 침엽수

림 면적의 50.34%를 차지하는 단양 지역의 대표 수종이

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위지수 추정의 대상 수종으로 선

정하였다. 

2. 연구 자료

소나무 지위지수의 공간내삽을 위해 단양군 경계 5 km

버퍼 이내의 국가산림자원조사(National Forest Inventory,

NFI) 표본점(136개)과 산림입지조사 표본점(279개)을 더

한 총 415개소의 표본점 자료가 이용되었다(Figure 3). 5

km 버퍼를 설정한 이유는 크리깅 내삽 시 단양군 경계부

가 단절되지 않고 표본점 개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크리깅

예측력을 높이기 위함으로 NFI 표본점 간격인 4 km보다

넓은 5 km로 버퍼를 설정하였다. 공간자료는 1:5,000 임

상도와 1:25,000 산림입지도 및 수치고도모형(DEM)을 사

용하였다(Table 1).

1)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

NFI는 전국 산림에 4 km 간격으로 배치된 약 4,000 개

(부표본점 포함 16,000개)의 고정표본점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Figure 4). 본 연구에서는 표본점별 소나무 지위지수

Figure 2. Distribution of elevation and soil type.

Figure 3. Location of the sample plot. 

Table 1. Data used in this study.

Inventory Period N(piots)

Inventory
data

5th National forest inventory 2006~2009 136

Forest site survey 1996~2000 279

Spatial data
1:5,000 forest type map 2008 -

1:25,000 forest site map 1996~2000 -

Figure 4. Structure of NFI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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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을 위해 표준목의 수종, 수고, 임령 등의 속성 자료와

표본점 위치도(point)를 이용하였다. 

2) 산림입지조사자료

산림입지도의 속성 DB에서 표준지 내 주수종 우세목 5

본에 대한 평균 임령 및 수고 자료와 입지조사 표준지 위

치도(point)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표준지 위치도는 산림

입지도의 폴리곤 별 중심점(Centroid)을 포인트로 변환하

여 이용하였다.

3. 연구 방법

1) 표본점별 소나무 지위지수 추정

NFI 및 산림입지조사 표준목 중에서 소나무 우세목을

추출하고 표본점별 평균 우세목 수고와 평균 임령을 계산

한 후 중부소나무 지위지수 추정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Chapman-Richards 모델에 우세목 수고(H
D
)와 임령(t

i
)을 적

용하여 표본점별 지위지수를 계산하였다(식 1). 모수추정

치는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2004)에서 제시한

값을 이용하였다.

(1)

여기서 SI는 지위지수, HD는 우세목수고, ti는 임령, tj는 기

준연도(30년)을 뜻한다.

2) 베리오그램을 이용한 지위지수의 공간자기상관 분석

지위지수의 공간자기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베리오그

램(Variogram)을 산출하였다. 베리오그램은 일정 거리에

있는 자료들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거리가 가까우

면 그 값들이 비슷하므로 베리오그램은 일반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값이 크게 나타난다(Choi,

2007). 일반적으로 베리오그램의 1/2인 반베리오그램

(Semivariogram)이 이용되며 표본점 자료의 실험적 반베

리오그램은 식 2와 같이 전개된다. 

(2)

여기서 h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로 분리거리(Separation

distance) 또는 지연거리(Lag distance), n은 거리 h만큼 떨

어져 있는 표본점 쌍의 개수, z(xi)는 임의의 위치 xi에서

의 자료 값을 나타낸다. 

반베리오그램은 크리깅에 필요한 세가지 정보인 너깃

(Nugget), 문턱값(Sill), 상관거리(Range or correlation length)

를 제공한다(Figure 5).

식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론적으로 분리거리가 0이면

반베리오그램의 값이 0이지만 실험적 베리오그램에서 0

이 아닌 상수값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너깃이라 하며

너깃값은 짧은 분리거리에서 자료의 불확실성 혹은 공간

적 독립성을 갖고 있는 오차를 나타낸다. 분리거리가 증

가하면서 반베리오그램도 점차 증가하다가 일정한 거리

가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값에 수렴하게 되

는데 이때의 반베리오그램 값을 문턱값이라 하고 이는 자

료의 분산을 나타낸다. 문턱값 이후로는 거리가 증가하여

도 반베리오그램 값이 거의 변화되지 않으므로 문턱값 지

점을 넘어선 거리에서는 더 이상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나

타나지 않음을 말해준다.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최

대 분리거리를 상관거리라 하며 표본지점들간의 공간적

의존성이 어느 정도의 거리 범위 내에서 나타나는가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다(Choi, 2007; Lee, 2010). 

본 연구에서는 지위지수의 공간적 자기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표본간의 거리 h의 증가에 따른 속성 값의 상

관성 변동을 보여주는 실험적 베리오그램을 작성하였다.

이때 분리거리는 ArcGIS geostatistical analyst의 분리거리

초기값을 시작으로 베리오그램이 가장 잘 적합되는 분리

거리를 반복해서 찾는 과정을 통해 분리거리를 설정하였

다. 실험적 베리오그램을 작성하고 이를 주요 이론적 베

리오그램 모델인 구형, 지수형 및 가우시안 모델에 적합

하였다. 자연계에서 얻게 되는 자료는 일정한 방향성을 나

타내는 경우가 있으므로(Choi, 2007; Meng et al., 2009)

방향에 따른 베리오그램(Directional variogram)을 산출하

여 이방성(Anisotropy) 여부를 검토하였다.

3) 정규크리깅을 이용한 지위지수 공간 내삽

미조사 지점의 지위지수를 예측하기 위해 크리깅 공간

내삽을 수행하였다. 일반화된 최소자승회귀분석인 크리깅

은 베리오그램에서 산출된 공간적 자기상관정보를 가중

치로 이용하여 이웃 표본 자료들의 선형조합으로부터 미

조사지점의 값을 추정한다. 크리깅 추정식이 편향되지 않

으면서 오차분산을 최소로 하는 크리깅이 정규크리깅이

며 자연환경과학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Webster

and Oliver,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규크리깅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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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emivari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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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 표본점별 지위지수를 공간 내삽하였다. 

정규크리깅은 식 3이 항상 편향되지 않기 위해 식 5와

같이 가중치의 합이 1이 된다는 제약 조건하에서 식 4로

주어진 오차분산을 최소로 하는 가중치를 구하고 이들 가

중치를 이용하여 알려진 값들의 선형결합으로 미지값을

예측한다.

(3)

(4)

(5)

여기서 는 x0지점에서의 크리깅에 의한 예측치, z(xi)

는 위치 xi에서의 기지의 자료값, λi는 z(xi)에 할당되는 가

중치(Weight coefficient), 은 정규크리깅의 오차분

산, n은 크리깅 예측을 위해 사용한 자료의 총 개수이다.

상기 크리깅 방정식을 이용하여 미조사지점의 지위지수

를 예측함과 동시에 예측치에 대한 오차분산을 예측지

점별로 계산하여 지위지수예측지도와 표준오차지도를

각각 산출하였다.

4) 교차 검증

크리깅 기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을 수행하였다. 검증통계량은 평균오차(Mean

Error, ME), 평균표준오차(Average Standard Error, ASE)

및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등

3가지를 이용하였으며 다음 수식과 같이 계산하였다.

(6)

(7)

(8)

여기서 는 임의의 위치(xi)지점에서의 추정치, 

실측치, n은 자료 개수를 말한다.

ME는 실측치와 추정치 차이의 평균으로 0에 가까울

경우 편향되지 않은 것인데 이 값은 자료의 스케일에 의

존하므로 이를 표준화하여 평균한 값이 ASE이다. RMSE

는 모델이 실측치와 얼마나 가깝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이 값이 작을수록 모델의 정확도는 높다. 만

약 ASE가 RMSE와 비슷하다면 예측에서의 변이는 올

바르게 평가된 것이며 RMSE보다 크다면 예측에서의 변

이를 과대추정한 것이다. 반대로 RMSE보다 작다면 과

소추정한 것이다(Kitanidis, 1997; SAS 7 Institute,

2000). 

본 연구에서 크리깅은 ArcGIS 10.0 Geostatistical Analyst

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전체 과정은 Figure 6에 정리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표본점별 지위지수 추정

Chapman-Richards 모델을 이용한 표본점별 소나무 지

위지수(30년) 추정 결과는 Figure 7에 제시하였다. 표본자

료에 의한 단양 지역 소나무 평균 지위지수는 11.69로 추

정되었는데(Table 2) 중부지방 소나무 지위지수를 11.10으

로 추정한 Lee et al.(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소나무 지위지수의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자료의 정규

성을 검토한 결과 평균과 중위수가 각각 11.69, 11.97로 유

사하며 왜도는 0에 가깝고 첨도가 3에 가까우므로 정규분

포임을 확인하였다(Figure 8). 

Table 2에서 지위지수 최소 추정치 3.82로 추정된 해당

표본점은 소나무 우세목 평균 임령이 67년, 평균 수고는

5.3 m로 NFI 자료에서 단양지역 소나무 60년생의 평균 수

고가 10 m 이상인 것과 비교해 생장이 매우 불량하다. 이

는 해당 지역이 소나무 생장에 적합한 조건이 아닌 것으

로 사료된다. 이러한 수고 생장 사례는 울진 금강소나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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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서도 유사하게 관측된 바가 있는데 647개 수고 측

정값과 지위에 대한 관계 그래프에서 지위 중의 경우 일

부 30~50년 생 소나무 수고 생장이 5 m 이하로 보고된 바

있다(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양지역 소나무 지위의 공간

적 변이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지위지수 추정치 최소

값을 기각하지 않고 이후 크리깅 공간 내삽 과정에 사용

하였다.

2. 베리오그램을 이용한 공간자기상관 분석

이방성 모델을 검토한 결과, 이방성에 관한 강한 패턴

이 탐색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등방성(Isotropy)

베리오그램을 선택하여 지위지수 분포를 추정하였다.

실험적 베리오그램을 각각의 이론적 베리오그램에 적

Figure 7. Site index of Pinus Densiflora by plot.

Figure 8. Histogram of site index.

Table 2. Summary of descriptive statistics of site index samples.

N(plots)
Site index

Mean Median Min. Max. Std. Dev Skewness Kurtosis

415 11.69 11.97 3.82 22.06 3.30 -0.08 2.43

Figure 9. Fitting of semivari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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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결과는 Figure 9와 같고 각 모델 별 주요 파라미터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이론적 베리오그램의 모델 별 파라미터는 너

깃에서만 차이가 있고 문턱값은 유사하였다. 문턱값에 대

한 너깃효과의 비율인 상대 너깃(Relative nugget)은 구형

모델의 경우 16.80%, 지수형 모델과 가우시안 모델의 경

우, 각각 8.77%, 37.40%였다. 상대 너깃이 클수록 자료 자

체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잡음 효과

가 크게 되므로 인접 거리에 있는 자료값의 차이가 클 가

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Park and Jang, 2008; Kim et al.,

2010) 이러한 잡음은 크리깅 예측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

라서 상대 너깃이 가장 큰 가우시안 모델을 제외한 구형

모델과 지수형 베리오그램 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각각

크리깅을 수행하였다.

3. 정규크리깅을 이용한 지위지수 공간 내삽

Figure 10은 2가지 베리오그램 모델별로 정규크리깅을

수행하여 얻은 소나무 지위지수 예측지도이며 Figure 11

Table 3. Parameters of variogram model.

Model Nugget Sill Relative nugget Range

Spherical 1.30 7.75 16.80% 165.39

Exponential 0.69 7.88 8.77% 219.63

Gaussian 2.91 7.78 37.40% 159.34

Figure 10. Distribution of site index of Pinus densiflora by ordinary kriging.

Figure 11. Standard error map from ordinary kriging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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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측지점별 오차분산에 의한 표준 오차(Standard error)

지도로 예측불확실성의 공간분포를 나타낸다. 두 가지 지

도를 동시에 판독함으로서 예측 지점의 지위지수와 표준

오차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된 지위지수는

구형의 경우 4.54~19.23, 평균 지위지수는 10.78로 산출되

었고, 지수형의 경우 4.39~19.53, 평균 지위지수는 10.81

로 나타났다(Table 4). 표준 오차는 구형의 경우, 1.95~3.05

(Figure 11(a)) 지수형의 경우 2.12~3.18의 분포를 보였다

(Figure 11(b)). 지위지수 추정치 평균은 표본점의 지위지

수 평균과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만 자료의 산포 정

도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는 크리깅 추정치가 실측치보다

작았다(Table 2, 4). 크리깅 추정 결과에서, 실제 자료의 큰

값은 작게 추정되고 반대로 실제 자료의 작은 값은 크게

추정되는 경향을 평활화효과(Smoothing effect)라고 하는

데(Kim et al., 2010) 이렇게 공간적으로 평활화된 이유는

크리깅이 최소오차회귀분석 방법론의 일종으로 미관측 지

점에서 분산을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값을 추정하기 때문

이다(Park and Jang, 2008). 

소나무 지위지수의 공간분포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지

위지수와 고도 및 토양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지위지수지도와 DEM을 중첩 분석한 결과, 고도가 높아

질수록 지위지수는 낮아짐을 보였는데(Figure 12) 이를 공

간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고지대인 단양군 동쪽 소백산 지

역의 지위지수가 낮고 저지대인 남한강 주변에서 지위지

수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a), Figure 10].

일반적으로 소나무는 고지대보다는 200~400 m 고도 범

위의 산록이나 계곡부의 양분과 수분 조건이 양호하고 활

엽수류의 경쟁이 배제된 지역에서 양호한 생육상태를 보

이는데 이렇게 산복에서 산정으로 갈수록 소나무의 생장

이 불량한 것은 지형 특성상 토양수분조건이 생장제한요

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1999). 따라서 1,420 m까지의 높은 고도를 보이는 소백산

지역에서는 토양수분조건이 생장제한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나무의 생장에 적합하지 못해 낮은 지위지수의 분포 패

턴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나무 지위지수와 토양형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산림입지도와 소나무 지위지수 예측지도를 중첩한 결과,

단양지역의 갈색산림토양(B1, B2, B3)에서는 낮은 지위지

수를 암적색산림토양(DR1, DR2, DR3)에서는 높은 지위

지수가 관찰되었다(Figure 13). 이는 암적색산림토양이 소

나무 생장에 양호한 조건이라기 보다는 암적색산림토양

형이 분포하는 지역인 남한강 지역이 고도가 낮고(Figure

2) 수분조건이 양호하여 소나무 생육에 적합한 입지환경

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소나무림은 모

재나 표토에 대한 특이성이 적어(Yoon, 2003) 갈색산림

토양형에서부터 암쇄토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

하지만 습윤비옥한 입지환경에서 더욱 잘 자라는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2).

4. 교차 검증

교차 검증 통계량인 ME, ASE, RMSE를 계산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RMSE는 두 모델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ASE가 RMSE보다 작으므로 과소추정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ME가 두 모델에서 0에 가까운 결과

를 보이지만 구형에서의 값이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최종

적으로 구형 베리오그램 모델에 기반한 크리깅에 의한 지

위지수 예측 지도를 선정하였다. 

Table 4. Summary of descriptive statistics of site index estimates
from prediction map.

Model Mean Min. Max. Std. Dev

Spherical 10.78 4.54 19.23 1.56

Exponential 10.81 4.39 19.53 1.61

Figure 12. Relationship between SI and elevation.

Figure 13. Relationship between SI and soil type.

Table 5. Results of cross validation about kriging estimates.

Model N ME RMSE ASE

Exponential 415 -0.02 2.88 2.83

Spherical 415 -0.01 2.88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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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단양 지역 소나무의 415개 표본점별 지위지수를 지수형,

구형 베리오그램 모델과 정규크리깅을 이용하여 단양지

역 전체로 공간 내삽하고 교차검증을 수행한 결과 구형

베리오그램 모델의 적합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Tang

et al.,(2009)이 Chinese fir의 지위지수를 대상으로 한 크리

깅 분석에서도 구형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

결과와 동일하다. 구형 베리오그램 모델과 정규크리깅에

의한 지위지수 예측지도에서 지위지수 분포는 4.54~19.23

이며 평균 지위지수는 10.78로 추정되었다. 

크리깅을 통해 미조사 지점의 지위지수를 예측함으로

서 공간적 이질성이 큰 우리나라 산림의 바이오매스 추정

시 지역적 변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탄소저

장량 분포 추정의 정확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차검증을 통해 크리깅 기법의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였으나 추후 독립실측자료에 의한

검증이 수행된다면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에는 토양수분과 지위지수의 공간

적 상관 분석 및 조건부 시뮬레이션을 통한 크리깅의 평

활화 효과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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