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 LiDAR 자료를 이용한 브루나이 열대우림의 
임분단위 지상부 생체량 추정

윤미해*·김은지**·곽두안***·이우균*†·이종열*
김문일*·이소혜*·손요환*·Kamariah�Abu�Salim****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고려대학교 기후환경학과, ***한국산지보전협회, 
****Universiti Brunei Darussalam, Environmental and Life Sciences

Estimation of Stand-level Above Ground Biomass 
in Intact Tropical Rain Forests of Brunei using Airborne LiDAR data

Mihae Yoon*, Eunji Kim**, Doo-Ahn Kwak***, Woo-Kyun Lee*†, 
Jong-Yeol Lee*, Moon-Il Kim*, Sohye Lee*, Yowhan Son* and Kamariah Abu Salim****

* Division of Environment Science and Ec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 Department of Climate Environment, Graduate School of Life & Environmental Sciences, Korea University

*** Korea Forest Conservation Association
**** Biology Department, Kuala Belalong Field Studies Centre, Universiti Brunei Darussalam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quantify the stand-level above ground biomass in intact tropical rain
forest of Brunei using airborne LiDAR data. Twenty four sub-plots with the size of 0.09ha (30 m×30 m)
were located in the 25ha study area along the altitudinal gradients. Field investigated data (Diameter at
Breast Height (DBH) and individual tree position data) in sub-plots were used. Digital Surface Model
(DSM), Digital Terrain Model (DTM) and Canopy Height Model (CHM) were constructed using airborne
LiDAR data. CHM was divided into 24 sub-plots and 12 LiDAR height metrics were built. Multiple
regression equation between the variables extracted from the LiDAR data and biomass calculated by using
a allometric equation was derived. Stand-level biomass estimated from LiDAR data were distributed from
155.81 Mg/ha to 597.21 Mg/ha with the mean value of 366.48 Mg/ha. R-square value of the verification
analysis was 0.84.
Key Words : Airborne LiDAR, Tropical Rain Forest, Above Ground Biomass

요약 : 본 연구는 항공 LiDAR 자료를 이용하여 열대원시림인 브루나이 지역의 지상부 생체량을 정량화하

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5ha 크기의 연구대상지에 0.09ha (30m×30m) 크기의 24개의 표본구 내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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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육상생태계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열대우림

은 육상생태계 탄소 저장량의 55%, 연간 탄소 저장량의

70%를 차지하며, 전 세계 탄소 순환과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FAO, 2011; Pan et al., 2011). 특히, 훼

손되지 않은 원시 열대우림은 열대우림 중 높은 비중

(70%)을 차지하여, 이를 대상으로 하는 탄소 정량화 연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Grainger and Obersteiner, 2011).

광범위하고, 인력과 예산이 제한적이며, 접근이 어려운

열대우림의 탄소 정량화를 위해서는 원격탐사기술 적

용이 반드시 필요하다(Lee, 2008; Sader et al., 1990). 해외

조림,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등 기후변화저감과관련된국내외

관심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산림 탄

소의 정량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자료는 수관의

표면 뿐 아니라, 수관을 통과하여 지표면의 반사값을 기

록할 수 있으므로 산림의 수직적 구조 분석에 효과적이

다(Drake et al., 2003; Lefsky et al., 1999; Means et al., 1999).

항공 LiDAR 자료는 상층 반사 값에서의 정확한 수고 측

정이 가능하다(Blair et al., 1999; Lefsky et al., 2002). 또한,

항공 LiDAR 자료는 식생의 높이나 지상고도 뿐만 아니

라 경사지나 울폐림을 측정하는데 높은 정확성을 갖는

다(Popescu et al., 2011).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에서 항공 LiDAR 자료를 이용

한 다수의 관련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국내산림을 대

상으로 Kwak et al.(2005)이 LiDAR 자료를 이용하여 개

체목의 위치, 수고, 지하고 등을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Kim et al.(2010)은 항공 LiDAR 자료를 이용하

여 수목의 표고분포, 면적 및 용량을 산출하고 수목밀

도분포도를 3차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Park et al.(2012)은 항공 LiDAR 자료와 임상

도, 산림조사를 활용하여 임분 단위의 재적을 구하는 연

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진에 의해 이루어진 열대우림에서

의 LiDAR 자료를 적용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Asner

et al.(2012)은 하와이, 마다가스카, 페루, 파나마 등 4지역

의 열대림을 대상으로 지상조사자료와 검증을 통하여

LiDAR 자료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열대우림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 아마존 등 남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사용되는 자

료, 가정, 측정방법 등이 상이하여 각 추정값의 변이가

큰 한계가 있다(Harris et al., 2012). 특히 동남아시아 중

훼손되지 않은 원시 열대우림의 탄소 저장량을 산출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Grainger and Obersteiner,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항공 LiDAR 자료를 이용하여 지상

부 생체량을 추정할 수 있는 식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현지 조사를 통한 실측값과 비교 분석하여 원격탐사기

술을 정교화 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원시림, 이차림, 교란임지와 조림지를 포함한 전체

산림은브루나이국가의48.1%를이루고있다(FAO, 2007).

브루나이 산림은 맹그로브, 이탄 늪, 히스 (kerangas),

dipterocarp 혼효림, 열대 산지 림 (montane), 이차림 등의 6

가지 유형의 임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Fig. 1; Anderson

and Marsden, 1984).

본 연구는 브루나이 대학의 연구시설인 Kuala

Belalong Field Studies Centre (KBFSC)로부터 남서쪽으

로 2 km 떨어진 25 ha (04° 63′50.3″N, 115° 22′79.1″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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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각 표본점 내 개체목의 흉고직경 및 위치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항공 LiDAR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

표면모델(Digital Surface Model), 수치지형모델(Digital Terrain Model), 수고모델(Canopy Height Model)

을 구축하였다. 수고모델을 표본구단위로 분할하고 총 12개의 LiDAR 높이변수를 구축하였다. 표본구별로

상대생장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생체량과 LiDAR 자료로부터 추출된 변수간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LiDAR

자료로부터 생체량을 추정할 수 있는 식을 도출하였다. 표본구의 생체량은 평균 366.48 Mg/ha였으며,

155.81 Mg/ha부터 597.21 Mg/ha까지 분포하였다. LiDAR로부터 생체량을 추정하는 식의 검증 결과, 결정

계수 값은 0.84로 나타났다.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Fig. 2). 연구대상지는 브

루나이 대학에서 2009년도에 설치 한 후 20 m×20 m 표

본구별로 개체목의 위치 및 흉고직경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대상지는 Dipterocarp 혼효림으로 구성되어있다

(Anderson and Marsden, 1984). 전형적인 적도 기후가 나

타나며, 일 최고기온은 30.58 - 35.08 ℃이며 일 최저기온

은 약 25 ℃이다(Osunkoya et al., 2007). 연평균 강수량은

5,080 mm이며, 연중 240일 정도 비가 내리며, 좁은 지역

에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강우 형태를 보인다

(Dykes, 2000; Osunkoya et al., 2007). 연구대상지의 해발

고도는 49-307 m 이며, 계곡과 산등성이가 교차하여 나

타났다.

2) 지상조사자료 및 LiDAR 자료

(1) 지상조사자료

25ha 연구대상지 중 24개의 30 m×30 m 표본구내 개

체목에 대한 흉고직경 자료 및 위치지도를 제공받아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Table 1).

TRIMBLE GPS 장치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지 및 표

본구의 좌표를 취득하였으며, 연구 대상림의 우측 상단

좌표는 경도 115° 09′ 19.5296′′E, 위도 4° 32′ 31.3296′′N

이며, 좌측 하단 좌표는 경도 115° 09′ 03.9261′′E, 위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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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orest type map of Brunei (Anderson and Marsden, 1984).

Fig. 2. Forest dynamics plot and sub-plots (Grids are sample plots).



32′ 15.2615′′N이다. 흉고직경 자료는 엑셀 형식이며, 개

체목 상대적 위치 지도는 이미지 형식의 자료로 이를 디

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Fig. 3).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 1) 상용프로그램인 ArcGIS의 모자

이크 기능을 이용하여 216개의 개체목 위치 지도 이미

지를 통합하고, 2) 통합된 이미지를 상용프로그램인

AutoCAD와ArcGIS를 통해 각 개체목의 포인트 자료로

디지타이징한 후, 3) 각 포인트에 해당하는 개체목의 흉

고직경 값을 부여하고, 4) 취득한 연구대상지와 표본구

좌표를 기반으로 기하보정을 실시하여 각 개체목의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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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cquired LiDAR data.

Fig. 3. Acquired individual tree position map.

Table 1. Distribution of Diameter at Breast Height (DBH) of plots
DBH (cm) Number of trees Rate (%)

10 - 20 18 1.2
20 - 30 818 54.9
30 - 40 270 18.1
40 - 50 138 9.3
50 - 60 63 4.2
60 - 70 35 2.4
70 - 80 23 1.5
80 - 90 7 0.5
90 - 100 13 0.9
100 < 104 7.0



표를 추정하였다.

(2) LiDAR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LiDAR 자료는 2009년에 취득되었

으며, 비행고도 약 1400 m에서 초당 70 kHz의 주사율로

획득되었다. First return, Last return, 2 intermediates return

의 좌표 및 반사 강도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전체 포인

트의 밀도는 약 2.2 point/m2의 포인트 밀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 4). Parker and Glass (2004)와 Smrěcek

and Danihelova (2013)은 1 point/m2의 포인트 밀도를 낮

은 포인트 밀도라고 정의한바 있다. Scan angle은 ±10°

이며 LiDAR 자료로부터 얻어진 최소고도는 46.08 m이

며 최대고도는 348.68 m이다.

3) LiDAR 자료와 지상조사자료 분석

(1) LiDAR 변수 구축

LiDAR 자료의 높이 분포들은 재적을 측정하는 임분

고(Stand height)와 임분평균 지하고(Mean crown base

height), 수관형태에 따른 평균수관장 (Mean crown

length) 등의 변수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므로 임

분단위의 재적 및 생체량은 LiDAR 자료의 높이 분포변

수(LiDAR height distributional variables)를 이용하여 추

정 될 수 있다(Kwak et al., 2014). 본연구에서는표본구별

생체량 추정을 위해 총 12개의 LiDAR 높이변수(Kwak,

2010)을 사용하였다(Table 2).

LiDAR 변수 구축을 위하여, LiDAR 자료를 식생자료

와 지표면자료로 구분하였다. 식생자료을 하층식생, 중

층식생, 상층식생으로 분류하여 수치표면모델 (Digital

Surface Model)을 구축하고, 지표면자료을 이용하여 수

치지형모델 (Digital Terrain Model)을 구축하여 표면모

델과 지표면모델의 차를 이용하여 수고모델(Canopy

Height Model)을 구축하였다(Fig. 5). 구축한 수고모델을

30 m×30 m 단위로 분할하여 표본구별 LiDAR 변수를

구축하였다.

(2) 지상조사자료를 이용한 표본구별 생체량 산출

10 cm 이상의 흉고직경을 가진 임목을 대상으로, 조

사된 흉고직경으로부터 산출된 수고, 목재비중을 변수

로 하는 상대생장식을 이용하여 개체목 단위의 생체량

을 산출한 후, 개체목 생체량을 합산하여 표본구별 생

체량을 계산하였다(Eq. 2; Feldpausch et al., 2012). 수고는

연구대상지에 적합한 Feldpausch et al.(2011)의 흉고직경

-수고 관계식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Eq. 1), 목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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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DAR height metrics used in the regression analysis
Height metrics 

10,20,…,100 percentile height
Mean of height
maximum of height
Minimum of height
Coefficient of variation of height
Standard deviation of height
Median of height
Mode of height
Standard error of height
Kurtosis of height
Skewness of height
Range of height

Fig. 5. (a) Digital Surface Model and (b) Canopy Height Model.



중은 Saner et al.(2012)과 Banin et al.(2012)등의 평균값인

0.6 g/cm3을 적용하였다.

ln(H) = 0.8933 + 0.5729 × ln(DBH) 
               + 0.0109 × BA (DBH≥10cm)                (1)

ln(AGB) = _ 2.408 + 2.040 × ln(DBH) 
      + 0.659 × ln(H) + 0.746 × ln(ρ)       (2)

AGB: Aboveground Biomass (kg)
DBH: Diameter at Breast Height (cm)
H: Height (m)
ρ: Wood specific gravity (g/cm3)
BA: Basal Area (m2/ha)

(3) LiDAR 자료와 지상조사자료의 다중선형회귀분석

0.09ha (30 m×30 m) 크기의 24개 표본구 중 16개의 표

본구을 회귀식 도출을 위한 분석자료로 할당하고 8개

의 표본구는 검증자료로 할당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4개의 표본구로부터 구축된 12개의 LiDAR 변수를 독

립변수로, 지상조사자료로부터 추정된 생체량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다음의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

였다(Eq. 3).

              AGB = α + β1x1 + β2x2 + … +βnxn               (3)

AGB : Above ground biomass (Mg/ha)
x1, x2 ,… xn : Selected LiDAR distributional

variables
α, β1, β2, … βn : Regression parameters

3. 결과 및 고찰

1) 지상조사자료로부터 추정된 생체량

지상자료로부터 식(1)과 식(2)를 통해 생체량을 산출

한 결과, 최소 생체량은 130.57 Mg/ha이며 최대 생체량

은 682.50 Mg/ha으로 나타났다. 80%의 표본구가 450

Mg/ha 이하의 생체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생체량은 366.48 Mg/ha으로 나타났다.

FAO (2010)에 따르면, 브루나이 산림 전체의 생체량

은 323.26 Mg/ha로 본 연구에서 추정한 생체량(366.48

Mg/ha) 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지가 원

시림으로 구성되어 져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브

루나이의 전체 산림 중, 원시림과 이차림은 각각 70%와

30%를 차지한다(FAO, 2010). 또한, Budiharta et al.(2014)

는 2010년 보르네오섬의 원시림을 대상으로 생체량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본 연구결과(366.48 Mg/ha) 보다

높은 382 Mg/ha의 생체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Rutishauser et al.(2013)은 지상조사자료와 상대생장식을

이용하여 dipterocarp 혼효림으로 이루어진 원시림과 이

차림에서의 생체량을 각각 378 Mg/ha와 316 Mg/ha으

로 추정한 바 있다.

2) LiDAR 자료로부터 생체량 추정하는 식

Laurin et al.(2014)는 LiDAR 높이변수와 산림 재적간

의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변수 선택법에 단계

적 선택 방법을 적용 한 바 있다 . 또한 , Fassnacht et

al.(2014)은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상부생체량을

추정한 논문들을 리뷰하였으며, 그 결과 LiDAR 자료를

이용하여 생체량을 추정 시 stepwise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다른 분석들(support vectormachines, k-nearest

neighbor, random forest, Gaussian processes)에 비해 비교

적 낮은 표준오차를 나타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계적(stepwise) 방법으로 LiDAR 변수와

지상부 생체량 간의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총 4개의 모형이 도출되었으며 표준오차, 결

정계수를 고려하여 최적합모형을 선택하였다. 최적합

모형의 결정계수 값은 0.75, 추정 값의 표준오차는 82.08

로 나타났다.

높이분포변수 중 70, 30 분위 높이 값이 유의한 독립

변수로 나타났으며, 중앙값, 첨도가 유의한 독립변수로

나타났다(Table 3). 70분위 높이 값은 양의 계수 가지므

로 생체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

분위 높이 값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0분위 높이 값이 클수록, 낮은 수고를

갖는 개체목의 구성비율이 높은 임분을 의미하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도출된 회귀식을 이용하여 LiDAR 자료로 표본구 별

생체량을 추정한 결과, 최소 생체량은 155.81 Mg/ha,

최대 생체량은 597.21 Mg/ha으로 나타났으며, 오차범

위 ±30% 내에서 생체량을 잔차의 편중없이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6).

8개의 표본구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식을 검증하였

다. 회귀식 검증 결과, 결정계수 값은 0.83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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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표준편차는 189.54로 나타났다. Kwak et al.(2014)는

국내 Pinus koraiensis를 대상으로, LiDAR 변수를 구축하

고 이를 이용하여 임분단위의 재적을 예측하였으며, 모

델 검증 결과 0.84의 결정계수를 나타낸 바 있다. Clark et

al.(2011)은 Costa Rica 섬의 La Selva Biological Station 지

역을 대상으로 LiDAR 높이 변수를 이용하여 생체량을

추정하였으며, 0.88-0.90의 결정계수를 나타냈다. 또한,

Dubayah et al.(2010)은 LiDAR 자료를 이용하여 La selva

지역의 노령림과 이차림을 대상으로 생체량을 추정하

였으며, 회귀식 검증 결과 결정계수는 0.65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제시 할 수 있

다. 첫째, 혼효림으로 구성된 다층림은 임목의 수고 및

흉고직경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이에 0.09 ha 단

위의 임분의 생체량의 표준편차 또한 크게 나타난다(표

준편차=123.01 Mg/ha). 이러한 이유로 회귀식 검증 결

과의 결정계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

Hoshizaki et al.(2004)은 조사구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준

편차가 줄어들고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으며, Clark and Clark (2000)은 열대우림에서 생체

량을 추정하는데 효과적인 조사구의 크기를 0.34-0.5 ha

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본 연구대상지의 지형의 기복

이 심하여 낮은 포인트 밀도의 LiDAR 자료를 이용하여

정확한 수치지형모델 구축에 한계가 있어, 수고모델의

정확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대우림 국가인 브루나이의 천연원

시림을 대상으로 LiDAR 자료로부터 추출된 12개의

LiDAR 높이변수와 지상조사 생체량간의 다중회귀식

을 도출하여 LiDAR 자료로부터 임분단위의 지상부 생

체량을 추정할 수 있는 식을 도출하였다.

단계적방법을 이용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적합모형의 결정계수는 0.75로 나타났다. 회귀

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생체량은 평균 366.48 Mg/ha로

지상자료로 추정한 생체량과 동일한 값으로 추정되었

다. 회귀식 검증 결과의 결정계수는 0.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수고-생체량, 흉고직경-생체량 등의 상

대생장식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LiDAR 변수를 이용하

여 생체량을 추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LiDAR 자료와 지상조사자료의 회귀분석

및 교차검증을 통하여 접근이 어려운 열대우림의 생체

량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으나, 분석에 이용된 LiDAR 자

료의 밀도가 다소 낮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더 높

은 밀도의 LiDAR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한계를 보

완하고, 열대우림의 특성인 다층구조를 반영 할 수 있

도록 조사구의 크기를 확대하여 분석한다면 생체량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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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erification of the regression models through one-to-one
matching of predicted and observed biomass per hectare.

Table 3. Lidar distributional variables selected via stepwise selection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t| Tolerance Variance Inflation
Intercept -90.243 143.802 -0.630 0.543 . 0.000

30 percentile height (Ph30) -25.855 11.274 -2.290 0.043 0.166 6.025
70 percentile height (Ph70) 22.295 8.195 2.720 0.020 0.151 6.604

Mode of height (Mh) 6.917 1.668 4.150 0.002 0.933 1.072
Kurt of height (Kh) 156.430 99.357 1.570 0.144 0.257 3.890



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LiDAR 기반 생체량과 산림 탄소 탐지 관련기술을 제고

하고 열대우림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 모형 연구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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