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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20년 동안 고온, 건조 등 이상기상 현상이 빈발해지면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생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소나무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울진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 금강소나무(Pinus 

densiflora for. erecta Uyeki)의 집단고사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원인 구명과 산림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

구는 2008~2015년 항공사진에서 발견된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 고사 피해 발생 지역의 지형 및 임분 특성을 파악하여 고

사 발생의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지역의 고사피해 발생 위험지역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소나

무 고사발생 지점 정보와 해발고도, 경사 등의 지형정보, 영급, 경급 등의 임분 정보 등 총 14개의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고

사발생 예측모델을 구축하였다. 모형 개발에는 Decision Tree, Random Forest (RF), Support Vector Machine (SVM) 등 기

계학습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RF와 SVM가 정확도 93% 이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다. 소나무 고사와 관련된 주요 변수 분

석 결과, 소나무 고사의 지형적인 취약지역은 해발고도가 높은 동시에 일사량이 높으며 수분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었으며, 

임분 특성 중에서는 특히 5~15m 높이의 수직적 임분밀도가 높은 소나무림, 그리고 영급이 높은 소나무림에서 고사 위험성

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RF와 SVM 모형 예측에 따라, 소나무 고사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면적은 연구대상지 전체 소나무림 

면적의 약 9.5%, 115ha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고사위험도 평가 결과는 금강소나무 취약지역의 현황을 조사하고 아직 피

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기후변화 적응 산림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Extreme weather events, such as heat and drought, have occurred frequently over the past two decades. 

This has led to continuous reports of cases of forest damage due to physiological stress, not pest damage. In 2014, 

pine trees were collectively damaged in the forest genetic resources reserve of Sogwang-ri, Uljin, South Korea. An 

investigation was launched to determine the causes of the dieback, so that a forest management plan could be prepared 

to deal with the current dieback, and to prevent future damage. This study aimedto 1) understand the topographic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 which experienced pine tree dieback, 2) identify the main causes of the 

dieback, and 3) predict future risk areas through the use of machine-learning techniques. A model for identifying risk 

areas was developed using 14 explanatory variables, including location, elevation, slope, and age class. When three 

machine-learning techniques–Decision Tree, Random Forest (RF), and Support Vector Machine (SVM) were applied 

to the model, RF and SVM showed higher predictability scores, with accuracies over 93%. Our analysis of the 

variable set showed that the topographical areas most vulnerable to pine dieback were those with high altitudes, high 

daily solar radiation, and limited water availability. We also found that, when it came to forest stand characteristics, 

pine trees with high vertical stand densities (5–15 m high) and higher age classes experienced a higher risk of dieback. 

The RF and SVM models predicted that 9.5% or 115 ha of the Geumgang Pine Forest are at high risk for pine 

dieback. Our study suggests the need for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 vulnerable areas of the Geumgang Pine Forest, 

and also for climate change adaptive forest management steps to protect those areas which remain undam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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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나무(Pinus densiflora)는 건조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 

능선부와 암반과 같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육이 가능다

고 보고되고 있는 수종으로, 과거 황폐했던 우리나라 전

역의 산지에 효과적으로 정착하였다(Bae et al., 2012). 우

리나라 산림토양이 비옥해지면서 활엽수림과의 경쟁에

서 소나무가 자리에서 밀려나고 병해충 피해도 가중되면

서 점차 소나무림 면적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는 전국 산림에서 단일 수종으로는 가장 넓은 면

적(입목지의 26%)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수종이다(Kim 

et al., 2016).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고온, 건조 등 이상기상 현상이 

빈발해지면서 병해충 피해가 아닌 생리적 스트레스로 인

한 소나무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정확한 

원인 구명과 산림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

련된 소나무 피해 중 주목을 받은 첫 사례로, 전년도 가을

의 극심한 가뭄과 겨울철 기온 상승, 당해 연도 봄철 고온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998년 봄철에 진주, 사

천, 의령, 나주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

례가 있었다(NIFoS, 2009). 그리고 2009년에는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때 역시 이전 해 가을철부터 시작

된 심한 가뭄과 겨울철 이상고온, 평년보다 낮은 강우량

으로 인해 수분 결핍이 증폭되어 그해 5월 거제, 밀양, 사

천, 김해 등에서 대규모 소나무 고사가 발생했고, 남부지

방 총 71개 시ㆍ군ㆍ구의 임야 8,416 ha에서 약 100만 본

의 고사 피해를 입었다(NIFoS, 2009). 그 이후부터 대구, 

경북, 강원 등지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보고되었다. 그

리고 우량한 금강소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울진 소광리 산

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2014년 소나무가 집단 형

태로 다발적으로 고사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2017년에

는 이례적인 우박피해와 봄철 가뭄이 겹치면서 대규모 산

림피해가 발생했고, 그 중에서 타 수종보다 소나무의 고

사 피해가 특히 심하게 발생했다(Lim et al., 2017). 또한 

그 해 전북 부안에서도 소나무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ㆍ기후적인 요인에 따른 소나무류 등 침엽수 고사

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도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

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기온상승과 가뭄의 심화로 인한 

수분 스트레스의 증가가 전 세계 수목 고사 피해의 직접

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Allen et al., 2010; Klein and 

Hartmann, 2018). 1980년대부터 발생한 스위스 알프스 

지역의 Scots pine(Pinus sylvestris) 고사(Mobbertin et al., 

2005), 1990년대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브리티쉬 콜로비

아 lodgepole pine(Pinus contorta)의 Mountain pine beetle 

피해(Kurz et al., 2008). 2002~2004년 미국 남서부 Pinyon 

Pine 집단 고사(Allen-Reid, 2008), 2018년 미국 애리조나 

전역에서 ponderosa pine(Pinus ponderosa)의 집단 고사

(USDA, 2018) 이외에도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경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과 가뭄의 

심화로 산림수목이 건조 스트레스 피해를 받았으며 건강

성이 저하된 수목에 병해충이 가세하여 큰 피해가 발생

하였다. 이처럼 과거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급속한 기후

변화 유래 산림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산림관리자들에게 

기후변화로부터 산림이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키시고 산

림생태계가 회복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림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금강소나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소나무 고사 현상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효

과적인 금강소나무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정

보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Kim et al.(2017)은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소나무 고사지점을 추출하고 해당 

지역의 입지환경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

면, 2008~2015년 기간에 2,600 ha 면적의 연구대상지 내

에서 약 2천본의 금강소나무 고사목이 발생하였으며, 소

나무의 고사지역은 소나무 생육지역에 비해 해발고도가 

높고, 일사량이 많고, 지형습윤지수가 낮은 지역, 남ㆍ남

서사면, 능선 부위, 풍노출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발

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수분조건이 불리한 지역으

로 분류되는 지역이었으며 해당 지역의 소나무 고사 원

인이 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 유

사한 입지특성에 자생하는 소나무가 모두 고사하는 것은 

아니다. 선행 연구에서도 영급, 밀도 등 생육특성에 따라 

가뭄에 대한 수목의 취약성의 차이를 확인한 바 있다

(Bennett et al., 2015; Greenwood et al., 2017). 그러므로 

소나무 고사 현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보

다 다양한 자료와 방법을 활용하여 면밀히 조사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입지 환경 특성 자료

에 소나무 임분 특성 자료를 추가하여 입지적, 생육적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소나무 고사 취약 특성을 파악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반

영하고 소나무 고사 취약지역의 예측력 향상을 위한 기

계학습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생태계에서 사

용되는 통계적 경험 모델들은 변수들의 선형 관계를 가

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자연 상태의 생태계에서 생리, 생

태학적인 변수들이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매우 

드문 일이다(Ryo and Rilling, 2017). 이러한 통계적 경험 

모델들의 한계로 인하여 최근 기계학습 방법론이 생태계 

예측 모델에 도입되는 경우가 급증하였다(Ye et al., 

2015; Thessen, 2016). 특히 소나무 고사와 같이 특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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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발생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양하여 한 

가지 요인으로 그 결과를 설명하기 어려울 때 변수들간의 

직, 간접적인 영향과 중요성, 비선형적 관계를 설명해 주

는 기계학습 방법은 일반적인 경험 모델보다는 더 높은 예

측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Li et al.(2013)은 미국의 

Huntington Wildlife Forest에서 지형 보정과 Decision Tree 

(DT), Random Forest (RF), Support Vector Machine 

(SVM)을 사용하여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등 산림 

유형 분류와 변화 탐지를 수행하였고 실측 자료와 비교

하여 평균 88.2%의 정확도를 보였다. Pham과 Brabyn 

(2017)은 망그로브 숲의 지상부 생물량의 변화를 SPOT 

영상과 RF로 추정하였고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가 

최대 0.73까지 나타났다. 또한 수목과 지형 정보를 사용

하여 산사태 지역을 예측하거나(Oh, 2010) 생물다양성 

정보를 활용하여 종 분포와 서식지의 특징을 추정하는 

(Stockwell and Peterson, 2002) 등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

하여 타켓을 찾거나 지형적 특징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부분에서 기계학습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Kim et al.(2017)이 수행한 연구의 후속 연구

로서, 입지 환경 특성과 함께 소나무림의 임분 특성을 함

께 고려하여 고사 발생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

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고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상호관계 및 비

선형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계학습 기법을 도입하였

고, 이를 통해 고사/생육의 구분을 위한 중요 변수를 추

출하고 고사 취약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

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림

의 고사 취약지역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산림관리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자료

1) 소나무 고사/생육 지역의 구분

본 연구는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이자 금강소나무 고사 발생지점을 포함하는 

지역(가로 4.6 km, 세로 5.7 km)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Figure 1). 울진 금강송면 지역의 최근 20년 연평균 기온은 

약 12.1℃이며 연누적강수량은 1,326 mm이었다(기상청 

AWS 기준). 연구대상지 산림은 소나무가 주로 우점하고 

있으며 신갈나무도 함께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본 연구

에서는 소나무림과 횬효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

구대상지 내 토양형은 주로 갈색산림토양이며 토성은 사

질양토(Sandy Loam)와 미사질양토(Silt Loam)가 주종을 이

루고 있다. 소나무 고사지점은 2008~2015년 항공사진에서 

발견된 Kim et al.(2017)의 연구를 통해 추출된 고사목 발

생지점(1,956본) 정보를 활용하였다. 개체목 단위 고사목

과 집단적인 고사는 고사 발생 요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이 연구에서는 소광리 지역에서 최근 새롭게 발견된 

집단적인 고사 현상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Figure 2). 

집단 고사는 소나무 고사목이 5본 이상 인접하여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인접”의 기준은 항공사진 상에서 

확인되는 소나무 집단고사 발생 유형을 고려하여 개체목 Figure 1. Study site. 

Figure 2. Collective dead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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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사이의 거리가 30 m 이내로 정의하였다.

소나무 고사지역은 집단고사가 발생한 고사목 지점을 

중심으로 한 15 m 원형 버퍼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고사

지역 내 분석 샘플을 추출하기 위해 고사지역 내부에 포

함된 5 m 격자 교차점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고 고

사지역 샘플로 추출된 지점은 약 13,000개 지점이었다.

소나무 생육지역은 전체 소나무림 지역 중에서 소나무 

고사 지점으로부터 30 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어 고사 

영향 범위에 벗어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규정하였

다. 소나무 생육지역은 집단고사지역보다 훨씬 넓은 면

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약 13,000

개의 지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샘플 지점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입지 및 임분 특성 정보 추출

소나무 고사/생육 지역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입지환

경, 임분특성 공간자료를 준비하였다(Table 1, Figure 3). 

입지환경 정보로는 해발고도, 경사도, 향, 지형학적 수분

지수(Topographic Wetness Index, TWI), 일사량, 지형위

치, 풍노출도 정보를 이용하였다. 5m 해상도의 수치표고

모델(DEM)을 이용하여 경사도, 향을 계산하였고, 지형학

적 수분지수는 Beven and Kirkby(1979)의 식을 이용하여 

DEM으로부터 산출하였다. 일사량은 ArcGIS 프로그램 

내 변환모델(Fu and Rich, 1999)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입지토양도(1:25,000)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형ㆍ입지

환경 변수 중에서 변수 간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을 제외

하고 Kim et al.(2017)에서 중요한 변수로 기 제시된 변수

를 고려하여 5m 해상도 격자자료로 변환하여 지형 위치, 

풍노출도 정보를 준비하였다(Jeong et al., 2004). 

임분 특성 정보로는 영급, 경급, 평균 수고, 평균 수관

폭, 수직적 임분 밀도(0~5 m, 5~15 m, 15 m 이상 높이)를 

검토하였다. 수직적 임분 밀도는 숲을 수직적 높이에 따

라 나누고 해당 높이에 포함되어 있는 식생의 밀도(라이

다 포인트 밀도)를 비율(%)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영급, 

경급은 수치임상도(1:5,000)를 5 m 해상도로 변환하여 

추출하였다. 평균 수고, 평균 수관폭, 수직적 임분 밀도는 

해당 지역에서 수행된 라이다 분석 결과 자료를 통해 추

출하였다(Jung et al., 2019). Jung et al.(2019)은 Full 

Wave Form 라이다 자료(포인트 밀도 약 16 points/m2)를 

이용하여 소광리 금강소나무림에 대한 소나무 개체목 구

분, 개체목 수고 및 수관폭 추정, 수직적 임분 밀도 구분

(20 m 격자 해상도) 등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포인트 

자료로 구축되어있는 수고와 수관폭 자료는 5 m 해상도 

격자 자료로 변환하였고, 고사/생육 지역 샘플 지점을 기

준으로 주변 개체목의 평균적인 수고와 수관폭 산정을 

위해 ArcGIS 프로그램의 Focal Statistics tool을 이용하여 

15 m 반경을 대상으로 한 평균 자료를 산출하였다. 20 m 

격자 단위로 제작되어 있던 수직적 임분 밀도 자료는 5 m 

해상도로 재변환하였고, 이 자료 역시 주변 임분의 평균

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Focal Statistics(15 m 반경) 

자료를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단, 라이다 촬영이 소나무 

고사 발생 이후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고사가 발생한 지

점의 격자는 제외하고 분석하여 고사로 인한 수직적 임

분 구조 변화 영향을 제거하였다.

Variables Description Units Data Sources

Elevation Sea-level elevation m DEM (5 m)

Slope Slope values for triangulated surfaces degree 〃

Aspect Slope direction : N, NE, E, SE, S, SW, W, NW - 〃

TWI Topographical Wetness Index - 〃

Insolation Yearly incoming solar insolation 10
3 

WH/m
2

〃

Topo_Position Topographical position : Piedment, Hillshade, Ridge - Soil Map

Wind_Exposure Wind Exposure : Exposure, Normal, Closure - 〃

Age_Class Age Class : 10 years interval class - Forest Type Map

DBH_Class DBH Class : Sapling, Small, Medium, Large - 〃

Tree_Height Average height of overstory trees m LiDAR data

Crown_D Average crown diameter of overstory trees m 〃

Density1 Vertical stand density within 0~5 m height % 〃

Density2 Vertical stand density within 5~15 m height % 〃

Density3 Vertical stand density above 15 m height % 〃

Table 1. Model variables for topographical and forest stan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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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1) 기계학습 모형의 적용과 최적화

소나무 고사지역과 생육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Decision Tree (DT), Random Forest (RF), 

Support Vector Machine (SVM) 등 3가지 기계학습 모형

을 이용하였다. DT(의사결정트리)는 특정 항목에 대한 의

사결정 규칙을 나무 형태로 분류해 나가는 분석기법을 말

한다. 본 연구에서는 CART 알고리즘을 이용한 DT를 수

행하였다. CART 알고리즘은 의사결정트리 방법론 중 가

장 잘 알려진 방법론 가운데 하나로, 지니 지수(Gini Index) 

또는 분산의 감소량을 사용하여 데이터셋을 쪼개서 나무

의 가지로 분리하는 방법이다(Breiman et al., 1984). DT의 

Figure 3. Spatial input data for predicting tree dieback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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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장점은 분석과정이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다. 그러나 적용하는 독립변수와 나무의 크기에 따라 

데이터의 과적합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나무 크

기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나친 가지치기로 인하여 

과적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모형의 최적화는 

나무의 분할 개수에 따른 정확도 변화의 변곡점을 기준으

로 나무 크기를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RF는 의사결정트리가 여러 개 많이 모여져서 앙상블 기

법으로 결과를 산출하는 모형으로서, 단일 의사 결정 트

리의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Breiman, 

2001).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하위 자료 셋트를 구성하

고, 이에 따라 여러 종류의 의사결정트리를 만든 이후에 

투표를 통해 결과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변수 

중요도 평가를 통해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 변수를 평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변수 중요도 평가는 변수를 하

나씩 제거함에 따라 변화되는 모형예측의 정확도와 불순

도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그러나 앙상블 모델의 결과

만 산출되며 개별 트리(Tree)는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일

반적인 의사결정트리와 달리 직관적으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 RF는 다수의 트리를 

만들어 이 앙상블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개

의 트리를 만들 것인지, 몇 개의 변수를 이용할 것인지를 

가지고 모형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충분히 많

은 트리를 만들면 정확도가 일정수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적용하는 파라미터 값에 따른 정확도 

차이를 비교하여 최종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다. 

SVM은 데이터들을 가장 큰 거리로 떨어지도록 분리해

내는 선, 면, 또는 비선형적 공간의 최적의 구분을 찾아

내는 알고리즘이다(Cortes and Vapnik, 1995). SVM에는 

선형 SVM과 RBF (Radianl basis function) SVM이 있는

데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커널과 계수를 이용

해야 한다. SVM은 초평면을 만드는 모델의 형태와 계수

값에 따라 모형의 정확도 차이가 발생한다. 선형 SVM에

서는 자료구분의 엄밀성에 영향을 주는 cost 계수를, 

RBF SVM에서는 cost 계수와 가우시안 모델의 형태를 

결정하는 gamma 계수를 최적화하여 최종 모델을 선정한

다. 따라서 모형 최적화를 위해 모형 형태와 계수값을 변

경해가면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경우의 계수값을 찾는

다. SVM 역시 모델의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

우며, 모형의 정확도와 변수의 특징 선택 중요도에 한해 

정보 산출이 가능하다.

모든 모형 구동은 R 프로그램(ver. 3.6.1)에서 수행하였으

며, rpart (DT), randomForest (Random Forest), e1071 (SVM)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2) 모형 성능의 평가

준비된 전체 자료에서 고사 또는 생육지역 샘플별로 

70%를 모형의 구축에 이용하고 30%를 이용하여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모형의 성능 평가를 위해 정확도, 

Kappa 계수, AUC를 이용하였다. 정확도(Overall Accuracy)

는 전체 테스트 자료 중에서 A는 A로, B는 B로 정확하

게 분류된 자료의 항목 비율(0~100%)을 의미한다. Cohen’s 

Kappa Coefficient는 전체적인 정확도에 더해 평가자들

(입력치와 예측치) 간의 분류 일치도를 함께 반영할 있는 

지수이다(Cohen, 1960). 즉, 오분류가 한쪽에 치우쳐 있

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로서 0~1의 값을 가진다. AUC 

(Area Under ROC Curve)는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로부터 산출되는 지수로, 분류하고

자 하는 대상(여기에서는 고사발생)이 정확히 분류가 되

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Fawcett, 2006). ROC 커브의 x

축은 위양성률(False Positive Rate), y축은 실양성률(True 

Positive Rate)이며, ROC 커브의 아래 면적(AUC, 0~1)를 

이용하여 모형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실양성률은 A 

집단인 샘플을 모형에 적용하였을 때 A 집단으로 바르게 

분류되어있는 비율을 의미하며, 위양성률은 B 집단인 샘

플이 A 집단으로 틀리게 분류되어있는 비율을 의미한다.

모형의 특성과 입력 설명변수의 종류에 따른 예측 정

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세 가지 모형에 대해 지형 변수만

을 이용한 경우와 지형 및 임분 변수를 함께 이용한 경우

를 적용하여 6가지 경우의 모형을 구축하고 성능을 평가

하였다.

3) 소나무 고사발생 위험지도 제작

성능이 검증된 모형을 대상으로 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모형을 도출하고 모형추정 정확도를 산출하였

다. 그리고 공간입력자료와 모형을 이용하여 고사 발생 

추정 지역을 도출하였다. 다수의 모형을 적용하여 결과

를 비교하고 공통적으로 고사지역으로 추정된 지역을 

“취약성 높음”으로, 일부 모델만 고사지역으로 추정한 지

역은 “취약성 중간”, 모형에서 모두 생육지역으로 평가한 

지역은 “취약성 낮음”으로 구분하여 지도화 하였다.

결  과

1. 소나무 고사/생육 지역의 특성 비교

소나무 고사지역과 생육지역의 입지·임분 특성을 비교

하기 위해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를 나누어서 살펴

보았다. 고사지역과 생육지역 간 연속형 변수(표준화 변

수)의 독립표본 평균 비교 T-검정 수행 결과, 생육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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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지역은 Density1을 제외한 모든 변수(해발고도, 경사

도, 지형학적 수분지수, 일사량, 평균 수고, 평균 수관폭, 

Density2, Density3)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Figure 4). 고사 지역은 생육 지역

보다 고도와 경사가 높고 TWI가 작으며 일사량은 높았

다. 고사 지역은 남사면과 남서사면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았고, 능선부의 풍노출도가 높은 지역에 더 많이 분

포하였다. 또한 고사 지역 주변 소나무는 소나무 생육지

역의 소나무보다 수고가 낮고 수관직경이 작으며, 5~15 

m 사이의 수직적 밀도는 높으나 15 m 이상의 수직적 밀

도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영급은 상대적으로 높

은 대경목의 비중이 높았다(Figure 4, 5). 정리하면, 고사

지역은 입지적으로는 수분조건이 좋지 않은 산 능선 부

근의 남쪽사면에 주로 위치하고 주변지역의 소나무림은 

영급과 경급은 높은 반면 수고와 수관폭은 상대적으로 

작고 주로 5~15 m 사이에 수관부가 집중되어 있는 소나

무 임분의 특성을 보였다.

준비된 입지환경 및 임분 변수들 대부분은 고사지역과 

생육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분류에 효과적으

로 활용될 수 있었다. 단, 제시된 변수들 중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Density1은 제거하였다.

2. 모형의 비교·평가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방법의 모형을 이용하여 소나무 

고사 발생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정확도와 모형에 영향

을 주는 변수산출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지형특성 정

보만 이용했을 경우와 지형정보와 임분 특성 정보를 함께 

이용했을 때 모형의 유효변수와 성능을 비교하였다.

Figure 4. Topographic and forest stand (continuous) variables. 

Figure 5. Topographic and forest stand (categoric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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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Tree 최적화 결과를 적용한 결과 Figure 6과 

같은 트리가 생성되었다. 지형변수만 이용한 모델에서는 

고도, 일사량, 풍노출도가 유효변수로 활용되었다. 고도

가 높고, 일사량이 높으며 풍노출이 높은 지역이 고사지

역으로 분류되었다. 지형+임분변수 이용 모델에서는 고

도, 수직임분밀도(5~15 m), 영급, 일사량이 유효변수로 

활용되었다. 고도가 높고 수직임분밀도(5~15 m)가 높으

며 영급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지역이 고사지역으로 분

류되었다. 두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지형요인에서는 고도

와 일사량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임분

특성에서는 수직임분밀도(5~15 m)와 영급이 중요한 요

인으로 평가되었다. 모형의 정확도는 지형변수 모델보다 

지형+임분변수 모형이 75.6%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타 

모형보다는 정확도가 낮았다(Table 2)

Random Forest 모형은 수많은 트리(본 연구에서는 500

개로 설정)를 만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용한 결과를 활

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Decision Tree와 같은 직관적인 

모델구조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임분+지형변수 

모델 기준으로 분류 정확도는 93.1%%로, Decision Tree 

모형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지형변수 모델에서는 정

확도와 정밀도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해발고도, 경사 

등이었으며. 지형+임분변수 모델에서는 고도, 수직임분

밀도, 일사량 등이 상위권에 분포해 있었다. 풍노출도와 

지형위치는 모두 가장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SVM 모형 최적화 결과(RBF 커널, cost=4, gamma=1)

를 적용한 결과, SVM 지형변수 모델의 정확도는 84.7%

로 Random Forest 86.8% 보다는 약간 낮았다. 그러나 

지형+임분변수 모델의 정확도는 95.2%로 Random Forest 

<DT model using topographic variables>

<DT model using topographic + forest stand variables>

Figure 6. Proposed DT models. 

Variables Model Overall Accuracy Cohen’s Kappa Coefficient AUC

Topographic Variables

Decision Tree 74.6% 0.48 0.76

Random Forest 86.8% 0.73 0.93

Support Vector Machine 84.7% 0.69 0.91

Topographic +

Forest Stand Variables

Decision Tree 75.6% 0.51 0.80

Random Forest 93.1% 0.86 0.98

Support Vector Machine 95.2% 0.90 0.99

Table 2. Comparison of the accuracy among between 6 models. 

<RF model using topographical variables>

<RF model using topographical + forest stand variables>

Figure 7. Variable importance in RF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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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인 93.1% 보다는 약간 높았다. SVM 모형의 변

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지형변수 모형에서는 해발고

도, 일사량의 중요도가 높았고, 지형+임분변수 모형에

서는 해발고도, 수직임분밀도, 일사량, 영급의 중요도가 

높았다. 

모형 간 성능평가(정확도, Kappa 계수, AUC) 결과를 

정리하면, 모든 방법에서 지형+임분변수 모형은 지형변

수 모형보다 모두 좋은 성능을 보였다. 즉, 임분 변수를 

추가로 활용함에 따라서 모형의 예측력이 향상되었다. 

RF와 SVM 모형을 적용했을 때에는 Decision Tree를 적

용했을 때보다 모형의 예측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지형

변수 모형에서는 RF가 SVM보다 우수했고 지형+임분변

수 모형에서는 SVM가 더 우수했으나 모형의 성능은 유

사했다. SVM의 지형+임분변수 모형은 Kappa 계수가 

0.9, AUC 0.99로 가장 높은 분류정확도를 보였다.

지형+임분 변수를 활용한 세 가지 모형에서 지형부문

에서는 해발고도와 일사량, 임분 특성 부문에서는 수직

임분밀도와 영급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공통적으

로 도출되었다. 즉, 금강소나무 고사에 있어서 고도가 높

고 일사량이 많은 지역, 5~15m 사이의 수직임분밀도가 

높고 영급이 높은 지역의 취약성이 높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소나무 고사발생 위험지역 예측

모형 성능 비교를 통해 최종적으로 RF와 SVM 모델을 

선택하였으며 전체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을 재구축하

였다. 재구축된 모형에 Figure 3 공간자료를 입력하여 소

나무 고사/생육 지역을 분류하였다. 구축된 모형의 분류

정확도는 RF, SVM 모델 각각 94.2%와 99.6%였다. RF

와 SVM에서 동시에 소나무 고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을 고사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두 모델 중 하나에서만 

고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을 고사위험도 중간으로 구분

하고 이외의 지역은 위험도 낮은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Figure 9와 같은 소나무 고사 위험지도가 제작되

었다. 그 결과, 연구대상지 내 전체 소나무림 중에서 약 

18%에 해당하는 지역이 고사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이 중 고사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115 ha, 고사위험

도가 중간인 지역은 99 ha로 평가되었다.

SVM model using topographical variables

SVM model using topographic + forest stand variables

Figure 8. Variable importance in SVM models. 

Model
Degree of Risk

High Moderate Low

Random Forest
192 ha

(15.8%)

1,023 ha

(84.2%)

Support Vector Machine
138 ha

(11.4%)

1,077 ha

(88.6%)

Random Forest + 

Support Vector Machine

115 ha

(9.5%)

99 ha

(8.2%)

1,000 ha

(82.3%)

Table 3. Simulated results of tree dieback risk. 

Figure 9. Simulated map for tree dieback risk based on RF 

and SVM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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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2008~2015년 사이 울진 소광리에서 발생한 

금강소나무 고사피해 발생 지역의 지형 및 임분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사피해 발생 취약지역을 예측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소나무 고사발생 지

점 자료와 다양한 지형 및 임분특성 공간자료를 이용하

여 소나무 고사 지점과 생육지점을 분류할 수 있는 모델

을 개발하였다. 변수들간의 비선형적 특성을 반영하고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료의 분류에 적합한 기

계학습법을 적용하고 성능을 비교ㆍ평가하였다. 그 결과, 

지형변수만 이용한 모델보다 지형변수에 임분 변수를 함

께 이용한 모델의 성능이 월등히 높았다. Greenwood et 

al.(2017)도 수목의 고사현상 모니터링을 위한 지수 개발

에 있어 생육특성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 임분 특성에 따라 가

뭄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결과들과 일맥상통하며 지역, 

수종 등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수목의 취약성 평가를 위해 영급, 수고, 밀도 등의 생육

특성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Bennett 

et al., 2015; Rowland et al., 2015). 적용한 모형들 중에서

는 Random Forest와 Support Vector Machine 모형이 

Decision Tree 모형보다 성능이 좋았으며, 두 모형 모두 

정확도는 90% 이상이었으며 AUC는 거의 1에 가까웠다. 

이에 따라, 두 가지 모형을 통해 산출된 고사위험도 평가

결과를 혼용하여 최종결과를 산출하였으며, 두 모형에서 

모두 고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고사위험도가 높은 지

역은 전체 소나무림 지역의 약 9.5%, 115 ha로 평가되었

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모형을 이용하여 주변지역의 타 

금강소나무림 지역에 대한 소나무 고사 위험도 평가도 

가능하다. 모형의 확대 적용 및 예측 정확도 제고를 위해

서는 소나무 임분에 대한 상세한 조사정보(임분밀도, 임

분수고 등)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료 수집이 제한적일 경

우에는 임상 정보 중에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

출된 임상도 영급 정보 활용이 필요하다.

향후 본 소나무 고사 위험도 정보를 기반으로 취약 지

역의 산림 임분의 현장 상황을 조사하고, 고사가 발생하

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임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사

전 조치를 시행하며, 고사가 이미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는 금강소나무 유전자원의 유지를 위한 복원 활동을 수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고

사가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고사 발생 위험도가 높

은 지역에 대해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산림에 어떤 조치

를 해주느냐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

나무 고사의 지형적인 취약지역은 고도가 높고 일사량이 

높은 수분이 부족한 지역이었으며, 임분 특성 중에서는 

5~15 m 높이의 수직적 밀도와 영급이 높은 큰 소나무들

이 고사 위험이 높았다고 평가되었다. 능선부의 소나무

는 수고가 낮을 것을 고려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상대적

으로 수분이 부족한 지형적 특징을 보이는 지역에 위치

한 큰 나무들이 가뭄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해당 소나무림의 수분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적절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해외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을 위한 

산림 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Zhang et 

al.(2019)와 Bottero et al.(2017)는 임분 밀도를 낮추는 것

이 기후변화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수목의 생장을 유지하

고 고사율을 감소시키며 교란과 기후변화에 대한 임분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Halofsky and Peterson(2016)은 미국 북서부지역 산림식

생에 대해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적응옵션을 제안

하였는데, 여기에서 산림의 가뭄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산림의 회복탄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

해 임분 밀도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간벌을 시도하고 간

벌지 내 일부에 가뭄에 강한 수종들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에서는 USDA와 학계의 협업으로 기후

변화 적응 산림시업(ASCC, Adaptive Silviculture for 

Climate Change)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생태계별 기후변

화 적응 옵션을 테스트하는 연구 사이트 네트워크를 운

영하면서 기후변화 적응 산림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만들

어가고 있다(Nagel et al., 2017).

본 연구는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의 고사 사례를 바

탕으로 기상ㆍ기후 요인에 따른 수목 고사의 특성을 파

악한 기초 단계의 연구이다. 향후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산림 수종별 기후변화 

취약 생리적 특성을 비교 평가하고, 수종별 그리고 산림

관리방법별 기후변화 적응성 및 회복탄력성에 대한 다양

한 실험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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