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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의 탄소저장 능력을 정량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요구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부바이오매스의 공간적 분포현황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산림자원조사 표본점 단위로 계

산된 지상부바이오매스를 임상도를 이용하여 공간규모를 확장(upscaling)하는 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

가산림자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세/준우세목 수고와 수관 밀도를 설명변수로 하는 지상부바이오매스 회귀모델과

영급을 설명변수로 하는 우세/준우세목 수고 회귀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회귀모델들과 임상도 속성정보(수종,

수관밀도, 영급)을 결합하여 지상부 바이오매스 공간분포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단양군 산림의 지상부바이오매스는

6,606,324 ton으로 추정되었고, 표본점 기반 통계에 의한 추정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도를

활용하는 본 기법은 손쉽게 대면적에 대한 바이오매스를 추정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임상도의 주요 속성이 범주형

이기 때문에 산림바이오매스 공간 변이의 세밀한 추정에는 한계가 있었다.

Abstract: In order to assess and mitigate climate change, the role of forest biomass as carbon sink has to be

understood spatially and quantitatively. Since existing forest statistics can not provide spatial information about

forest resources, it is needed to predict spatial distribution of forest biomass under an alternative scheme. This

study focuses on developing an upscaling method that expands forest variables from plot to landscape scale to

estimate spatially explicit aboveground biomass(AGB). For this, forest stand variables were extracted from

National Forest Inventory(NFI) data and used to develop AGB regression models by tree species. Dominant/co-

dominant height and crown density were used as explanatory variables of AGB regression models. Spatial

distribution of AGB could be estimated using AGB models, forest type map and the stand height map that was

developed by forest type map and height regression models. Finally, it was estimated that total amount of forest

AGB in Danyang was 6,606,324 ton. This estimate was within standard error of AGB statistics calculated by

sample-based estimator, which was 6,518,178 ton. This AGB upscaling method can provide the means that can

easily estimate biomass in large area. But because forest type map used as base map was produced using

categorical data, this method has limits to improve a precision of AGB map.

Key words : aboveground biomass, national forest inventory, forest type map, spatial scale

서 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산림바이오매스를 정량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국

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산림바이오매

스의 공간적 분포는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변화에 따른 탄

소저장량 변화 예측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

나 기존의 행정구역단위 산림통계는 산림의 공간분포 특

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전국의 산

림바이오매스 통계량 산출의 기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산림자원조사 (National Forest Inventory, NFI)의 표본

점 자료를 공간적으로 확장하여 신뢰성 있는 산림바이오

매스의 공간분포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점(point) 규모의 정보를 경관(landscape) 규모의 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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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는 기법을 업스케일링(upscaling) 또는 외삽(extra-

polation) 기법이라 한다(Hernandez, 2004; Lecointe et al.,

2006). 산림바이오매스의 공간확장 기법은 이용되는 자료

와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김경민 등, 2010).

첫째, 산림지도를 기본 공간정보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표

본점의 정보와 임상도의 속성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모델

(다중회귀분석 등)을 개발하여 공간적으로 확장한다. 임상

도는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도가 기제작되어 있어 대

면적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하기에 유리하다. 그

러나, 임상도 정보가 범주형 자료이므로 정확도 향상에 한

계가 있으며, 지도제작 주기 사이의 단기간의 산림피복 변

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위성영상을

기본 공간정보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표본점의 바이오매

스값과 해당 위치의 위성영상 화소값과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모델(k-NN 등)을 개발하여 공간적으로 확장한다.

위성영상을 이용한 방법은 영상종류와 해상도에 따라 다

양한 분석 알고리즘의 적용이 가능하고 다시기 영상을 통

해 변화탐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면, 영상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분광 반사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면적에

대한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셋

째, 지구통계(geostatistics)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kriging

등)으로 GIS 또는 위성영상 등을 기반으로 표본점 자료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 방법은 지형공간정보의

다양한 보조자료를 활용하여 공간변이를 고려한 모델링

이 가능하여 정확도 향상에 유리하다. 그러나 보조자료의

품질에 따라 결과물의 정확도가 큰 영향을 받으며, 자료

분석량이 많아 대면적 적용 시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는 위성영상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었는데, Chun et al.(2007)은 광릉 장기생태연구지

일대에 대해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을 구분하여 위성영상

정보와 산림바이오매스와의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임종수

등(2009)과 정재훈 등(2010)은 NFI 자료와 Landsat-TM

영상을 이용한 k-NN 기법을 적용하여 각각 무주군의 산

림바이오매스 지도와 단양군의 산림탄소지도를 제작하였

다. 지구통계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지도 제작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박현주(2011)에 의해 수행되었다. NFI 자료를 기

본자료로 활용하고 보조 자료로 1:5,000 임상도와 위성 영

상을 함께 사용하여 회귀크리깅을 시도하여 탄소저장량

공간분포의 국지적 변이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위성영상

이나 지구통계를 이용한 방법은 전국으로의 확장이 어렵

다는 한계가 있었다.

산림지도 활용 연구로, 정상영 등(2009)은 위성영상에

의해 제작된 산림분류도와 임상별 산림바이오매스 변환

표를 이용하여 무주군의 바이오매스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연구는 NFI 자료를 통해 수고와 수관밀도 기반의 바이

오매스 모델과 변환표를 개발하고 이 변환표를 위성영상

기반의 산림분류도에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장측정

자료와 위성영상 정보를 결합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국의 NFI 조사자료를 이용

해 임상별로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연구 대상지의 지역 특

성과 수종 특성을 반영한 모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며, 위성영상 기반으로 제작된 산림분류도

의 신뢰도가 평가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한편, 김은숙

등(2010)과 김경민 등(2011)의 연구에서는 NFI 자료와 임

상도를 이용하여 각각 경기지역의 임분재적량과 단양군

의 산림바이오매스량을 추정하여 임상도를 활용한 NFI 자

료의 대면적 공간확장 가능성을 향상시켰다. 김경민 등

(2011)은 산림바이오매스의 공간분포를 정밀하게 추정하

기 위한 주요 변수인 임분수고의 회귀모델을 개발하여 바

이오매스 모델의 설명력을 높였으나, 세밀한 등급화가 되

어 있지 않은 임상도의 경급을 활용함에 따라 결과물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항공사진기반

의 임상도 속성정보와 현장실측기반의 NFI 자료간의 호

환성에 대한 보다 깊은 고찰이 수행되어야 한다.

임상도를 포함한 산림지도를 이용한 연구가 가능하기 위

해서는 정량적 임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산림지도가 제작

되어 있어야 한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산림

지도를 제작하고 이용하고 있으나, 산림지도를 이용한 바

이오매스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우선 산림지도 내에 바이오

매스 예측을 위한 충분한 속성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

량적인 산림정보를 포함하는 산림지도를 제작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등이지만, 항

공사진 기반으로 대면적에 대해 지도를 제작하고 있는 국

가는 캐나다와 한국에 한정되어 있다. 캐나다는 주정부에

서 수종, 영급, 수고, 영급, 수관울폐도 등 가장 풍부한 산림

속성정보를 포함한 임상도를 제작하고 있어 산림지도를 이

용한 바이오매스 공간분포 추정 연구에 가장 앞서 있다

(Fournier et al., 2003). 한국의 임상도는 수종, 영급, 경급,

수관밀도 등 많은 세부적인 산림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전국 단위로 모든 산림에 대해 제작되고 있어 신뢰

성있는 전국 산림공간정보로서의 활용이 가능하고 응용연

구의 잠재력이 크다(김경민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기구축된 국가의 산림자원정보를 기반

으로 하여 신뢰성있고 손쉽게 대면적 지상부바이오매스

(Aboveground Biomass; AGB) 공간분포를 이해하는데 초

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구축되

어 있으며 신뢰성이 높은 NFI 자료와 임상도를 통합하여

지상부바이오매스 추정 방법을 개발하는 것으로 연구 방

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지

역 규모로 모델링을 수행하고 수고를 포함한 설명력 높은

변수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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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대면적 산림바이오매스 및 산림탄소 지도 제작

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및 자료

1) 연구대상지

본 연구는 1:5,000 임상도가 구축되어 있는 충청북도 단

양군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단양군의 전체 면적은 78,065

ha이며(국토해양부, 2010), 임상도 기준으로 64,945 ha가 산

림으로 이루어져 있다(Figure 1). 소나무, 굴참나무, 일본잎

갈나무, 신갈나무가 단양군 산림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

으며, 전체 산림면적의 약 97%는 입목지(침엽수림 35.6%,

활엽수림 34.4%, 혼효림 26.6%), 약 3%는 무립목지이다.

2) 연구자료

지상부바이오매스 회귀모델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해

NFI 자료가 이용되었으며, 수종별로 정확도 높은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표본점 자료를 필요

로 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지인 단양군을 포함한 NFI 기본

계획구(충청남북도)에 배치된 제5차 NFI 표본점 자료

(2006~2010)를 이용하였다. 국가산림자원조사는 1972년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10년 단위로 수행되어왔으며, 현

재 제5차 조사(2006~2010년)가 완료되었다. 전국 산림에

계통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약 4,000개의 고정표본점이 배

치되었으며, 표본점은 4개의 부표본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NFI를 통해 표본점들에 대한 임황정보(토지이용, 임상, 경

급, 영급, 밀도 등)와 표본점 내 입목의 수종과 흉고직경

(모든 입목), 수고(표준목) 등의 자료들이 조사되고 있다

(심우범 등, 2008).

지상부바이오매스 공간확장을 위한 기본도로서 2007년

10월에 촬영된 디지털 항공사진을 통해 제작된 1:5,000 축

적의 단양군 정밀임상도(단양군, 2010)가 이용되었다(Figure

2). 임상도는 임분의 임상, 주요 수종, 경급, 영급, 수관밀

Figure 1. Study area.

Figure 2. Forest tree species, age and crown density of Dan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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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의 정보를 지도화한 것으로, 임분구획 최소면적은 인

공림과 천연림 각각 0.1 ha, 0.5 ha로 규정되어 있다(단양군,

2010). 

2. 연구 방법

NFI 자료와 임상도를 결합한 지상부바이오매스 공간분

포 추정 연구방법은 Figure 3과 같은 연구흐름도에 의해

수행되었다. 전체 연구는 NFI 자료를 기반으로 임상도에

적용 가능한 임분변수를 생성하고 수종별 지상부바이오

매스 회귀모델을 개발하는 과정과, 모델과 임상도를 결합

하여 지상부 바이오매스 지도를 제작하고 평가하는 과정

으로 나누어진다. 연구 과정에서 우세/준우세목 수고가 주

요한 설명변수로 선정되어, 수고 지도 개발 부분이 포함

되었다.

1) NFI 표본점 임분변수의 산출

NFI 자료를 이용하여 지상부바이오매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표본점별 지상부바이오매스(종속변수)와 임분

변수(설명변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본점별 지상부바이오매스를 산출하기 위해 임목자원

평가프로그램(산림청, 2009)을 통해 개체목별 재적량을 산

출하고 여기에 수종별 목재기본밀도, 바이오매스 전환계

수(국립산림과학원, 2010)를 곱해 개체목별 지상부바이오

매스를 계산한 뒤 표본점별로 합산하였다.

NFI 자료의 임분변수는 임상도 변수와 호환가능한지 평

가가 필요하다. 임상도는 항공사진 기반 자료이기 때문에

항공사진으로부터 취득한 주림목(우세/준우세목)의 정보

를 담고 있다. 반면 NFI의 조사항목은 모든 입목을 대상

으로 한 항목과 우세/준우세목을 대상으로 한 조사항목이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임상도 기반의 공간규모 확장을 위

해서는 NFI 표본점의 임분 변수들도 모두 우세/준우세목

기준 변수들로 통일되어야 한다. NFI의 기존 임분 변수 중

에서 경급은 전체 입목을 대상으로 산정된 변수로 임상도

의 경급과 호환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임목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우세/준우세목의 평균흉고직경을 별도로 계산하

였다. NFI 자료의 영급과 수관밀도는 우세/준우세목에 대

한 정보를 담고 있어 임상도 자료와의 호환이 가능하다

(심우범 등, 2008; 단양군, 2010). 수고의 경우 임상도에서

는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핵심적인 주요 임분 설명변수이

기 때문에 임목조사자료를 이용해 우세/준우세목 임분수

고를 산출하였다. NFI 표본점의 대표 수종은 우세목/준우

세목 흉고단면적합의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수종”

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단양군, 2010). 수종 구분은 바이

오매스 전환계수가 개발된 수종구분과 임상도 출현수종

을 고려하여 소나무(Pinus densiflora, PD), 일본잎갈나무

(Larix leptolepis, LL), 리기다소나무(Pinus rigida Mill.,

PR), 잣나무(Pinus koraiensis S. et Z., PK), 기타 침엽수

(coniferous forest, EC), 상수리나무(Quercus acutissima

Figure 3. Study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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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uth., QA),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 QM), 굴참

나무(Quercus variabilis Blume, QV), 기타 활엽수(deciduous

forest, EB), 혼효림(mixed forest, MM)으로 일반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우세/준우세목 기준의 수종, 우세/준우세목

평균흉고직경(이하 ‘평균흉고직경’), 우세/준우세목 임분

수고(이하 ‘임분수고’), 영급, 수관밀도 정보가 모델 개발

에 이용되었다. 영급과 수관밀도는 각 등급의 중간값을 이

용하였다.

2) 지상부바이오매스 추정 모델

지상부바이오매스 추정모델 개발을 위해 1,675개의 NFI

표본점(2006~2009년 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임상도 속

성정보와 호환가능한 수종별 지상부바이오매스 회귀모델

개발을 위해서 우선 지상부바이오매스를 가장 잘 설명하

는 변수를 탐색하여 선정하였다. 지상부바이오매스 추정

을 위해 평가된 설명변수는 평균흉고직경, 영급, 수관밀도,

임분수고이며, 선정된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지상부바이오

매스 회귀모델 유형들의 설명력을 평가하였다. 회귀모델

의 유형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Table 1의 7개 유형

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송장호 등, 1994; Fournier

et al., 2003; 정상영 등 2009), 모든 수종에 대해서 7개 유

형을 적용한 뒤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모델 적합도 평가

기준으로 이용된 통계량은 결정계수, 최대값, 최소값 등이

었다.

3) 임분수고 추정 모델

임분수고는 주요한 임분 설명변수이지만 임상도의 속

성정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상도로부터 임

분수고가 유도될 수 있는 모델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체목의 수고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고-흉고직경

곡선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임

분수고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종, 영급, 지위

지수를 이용한다(산림청, 2009). NFI 자료와 임상도에는

수종별 지위지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방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체목의 수고를 추정하는 수고-흉고직경곡

선 모델을 임분수고 추정에 적용하되, 관련 문헌을 검토하

여 그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수고-흉고직경곡선 모델을 임

분수고 추정에 적용한 사례는 이우균(1996)의 연구가 있

으며, 연구 대상지의 소나무 임분이 동령림이라는 전제 하

에 8가지 모델을 유도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

분수고의 가장 주요한 설명변수로 평균흉고직경과 영급

을 검토하였으며, 주요한 수고 모델 유형으로 활용되고 있

는 거듭제곱 유형과 로그함수 유형을 적용하여 수종별로

모델적합도가 높은 유형을 선정하였다.

수고의 설명변수로 평균흉고직경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

고지도 제작 시 임상도의 경급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

나 임상도의 경급은 치수, 소경목, 중경목, 대경목 등 4등급

으로만 나눠져 있어 산출물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단

양지역 산림의 경우 약 86%가 중경목에 속해 산림의 공간

적 특성을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영급은 10년 단

위로 등간격으로 나눠져 있고 단양군의 경우 IX영급까지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어 경급의 경우보다 결과물의 불확실

성을 줄일 수 있고 등간격으로 구분되어 있어 등급의 대표

값 선정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흉고직경은 수령이 증가함

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그 이후 증가폭이 감소하는 특성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김갑덕, 1985; O'

Brien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임령으로부터 평균흉고

직경을 추정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였다. 즉, NFI 자료

를 통해 각 임상, 영급별 평균흉고직경 대표값을 산출하였

으며, 이 대표값을 이용해 임상별 임령-흉고직경(AGE-DBH)

연속모델을 개발하였다.

4) 지상부바이오매스 추정 및 평가

수종별 임분수고 모델과 임상도 속성정보(수종, 영급)를

결합하여 임분수고 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수종별 지상부

바이오매스 모델에 최종 설명변수로 선정된 임상도 속성

정보(수종, 수관밀도), 임분수고 지도를 지도대수(map

algebra)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지상부바이오매스의 공간

분포를 추정하고 정량화하였다. 지도화 프로그램 제작에

는 ArgGIS 10과 Pythonwin 2.6.5가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방법론과 결과물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첫째, 모델 개발에 이

용한 NFI 자료(2006-2009)와 독립적인 437개 NFI 자료

(2010)를 이용하여 수고 모형과 지상부바이오매스 모형

의 추정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모형 평가에 이용된 통계

량은 평균편의(MD: Mean Difference)와 평균제곱근오차

(RMSE: Root Mean Square Error)이다. MD는 모델 추

정치가 실측치에 비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편의를 갖

는지를 평가하고 RMSE는 모델 추정치와 실측치가 평균

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통계량이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able 1. Types of AGB regression model.

Type Regression model

F1 AGB = a + b X
1
 + c X

2

F2 AGB = a + b X
1
 + c X

2
 + d X

1

2 + e X
2

2 

F3 AGB = a + b X
1
 + c X

2
 + d X

1

2 + e X
2

2 + f X
1 
X

2

F4 AGB = a X
1

b X
2

c

F5 Ln(AGB) = a + b Ln(X
1
) + c Ln(X

2
)

F6 Ln(AGB) = a + b Ln(X
1
) + c Ln(X

2
) + d Ln2(X

1
) + e Ln2(X

2
)

F7
Ln(AGB) = a + b Ln(X

1
) + c Ln(X

2
) + d Ln2(X

1
) + e Ln2(X

2
)

+ f Ln(X
1
) Ln(X

2
)

*X
1
: Explanatory variable 1 / X

2
: Explanatory variable 2 / a, b, c,

d, e, f : Regress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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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여기서 e
i
와 o

i
는 각각 표본점 i에서의 추정치와 관측치, 그

리고 n은 표본수이다.

둘째, 최종결과로 제작된 바이오매스 지도의 통계량을 평

가하기 위해, 기존 국가임업통계 산출 방법인 표본점 기반

산출기법을 통해 지상부바이오매스 통계를 산출해서 활용

하였다(국립산림과학원, 2005). 2006~2010년 단양군 국가

산림자원조사 표본점 151개소의 자료를 이용하여 임상/영

급별 ha당 임목축적량과 표준오차(SE: Standard Error)(식 3)

를 산출하고, 임상별 바이오매스 전환계수(국립산림과학원,

2010)를 적용하여 단위면적당 지상부바이오매스, 지상부바

이오매스 총량, 총량의 표준오차를 구해 산출물 평가에 활

용하였다. 총량의 표준오차는 임상/영급별 ha당 지상부바

이오매스 표준오차에 해당 면적을 곱해 오차량을 계산하고

전 지역의 오차량을 합산하여 산출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1. 지상부바이오매스의 추정

1) 지상부바이오매스의 설명변수

지상부바이오매스 추정을 위해 평가된 설명변수로는 평

균흉고직경(D), 임령(A), 수관밀도(CD), 임분수고(H)이다.

임령과 수관밀도의 경우 범주형 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등급의 중간값을 적용하였다. 전체 대표 수종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고가 지상부바이오매스와의 상

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0.62(전체), 0.55~0.82

(수종별)). 수관밀도 역시 지상부바이오매스와의 상관성이

높은(0.54, 0.34~0.70) 동시에 대부분의 수종에서 수고와의

상관성이 낮아(0.22, -0.02~0.44), 수고와 함께 지상부바이

오매스를 설명하는 독립적인 주요 변수로서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Table 2). 각 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할 경우 수관밀도의 상관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따라서

모델 개발 시 변수의 비선형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임령은 지상부바이오매스와의 상관성이 높지 않았으나,

일부 수종에서 높은 경우가 있었다(0.46, 0.33~0.62). 그

러나 임령은 주요 설명변수인 수고와의 상관성이 높은 경

우가 있었으며(0.31, 0.30~0.64) 기존 연구에서도 두 변

수가 큰 상관성을 보이는 변수라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O' Brien et al., 1995; 김갑덕, 1985), 수종에 따라 수고

대신 임령을 설명변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흉

고직경은 지상부바이오매스와의 직접적인 상관성은 낮

았지만(0.38, 0.19~0.51) 대부분의 수종에서 수고와의 상

관성이 매우 높아(0.63, 0.45~0.77) 수고 예측을 위한 설

명변수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수고, 수관밀도,

임령이 지상부바이오매스 모델 개발 시 고려할 설명변수

로 선정되었다.

2) 지상부바이오매스 추정 모델

선정된 우세/준우세목 임분수고와 수관밀도 설명변수를

MD
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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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of stand variables.

Species D Ln(D) A Ln(A) CD Ln(CD) H Ln(H)

AGB

PD
LL
PR
PK
EC
QA
QM
QV
EB

MM

0.35
0.54
0.46
0.16
0.19
0.51
0.43
0.41
0.38
0.44

0.37
0.56
0.48
0.18
0.23
0.62
0.47
0.46
0.43
0.46

0.45
0.62
0.58

0.43
0.27
0.54
0.38
0.33
0.49
0.47

0.46
0.59
0.55
0.39
0.32
0.57
0.38
0.34
0.48
0.45

0.52

0.48
0.57
0.70

0.66
0.70
0.53

0.34
0.57

0.49

0.52
0.52
0.57
0.69
0.67
0.71

0.53
0.34
0.57
0.49

0.63

0.63
0.65
0.82

0.55
0.79
0.66

0.82
0.68

0.57

0.61
0.62
0.66

0.82
0.56
0.80

0.66
0.81
0.67
0.59

Ln(AGB)

PD
LL
PR
PK
EC
QA
QM
QV
EB

MM

0.22
0.59
0.52
0.02
0.17
0.64
0.39
0.40
0.38
0.43

0.24
0.65
0.57
0.04
0.22
0.78
0.44
0.46
0.47
0.47

0.52
0.79
0.69
0.34
0.33
0.67
0.31
0.30
0.56
0.49

0.66

0.84
0.77

0.31
0.39
0.76
0.34
0.33
0.65

0.55

0.63
0.57
0.67
0.84
0.75
0.77
0.66
0.37
0.69
0.60

0.69

0.66
0.72

0.86

0.82
0.83

0.80

0.36
0.76

0.66

0.48
0.49
0.60
0.64
0.48
0.78
0.68
0.73
0.59
0.53

0.48
0.51
0.63
0.65

0.52
0.83

0.78

0.75
0.63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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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Table 1의 F1~F7 유형에 대해 수종별 회귀모델

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임분수고와 수관밀도를 설명변수

로 하는 모델이 임령과 수관밀도를 설명변수로 하는 모델

보다 모든 수종에서 설명력이 높았다. 임분수고와 수관밀

도를 설명변수로 하는 모델 중에서 F1, F2, F3에서는 음

수값이 발생하여 모델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 F4는 가장

설명력이 낮았다.

가장 많은 수종에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난 유형은 F7이

었으며, 다음으로 F6이 설명력이 높았다. 그러나 F7 유형

으로 개발된 회귀모델들에 임의의 임분수고와 수관밀도

의 값을 적용하여 모형의 확장성을 평가한 결과, 비정상

적으로 큰 값이 추정되거나 임분수고와 수관밀도가 증가

함에 따라 지상부바이오매스가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NFI 자료를 이

용해서 개발된 회귀모델 중에서 F7 유형이 가장 높은 설

명력을 보였지만, NFI 자료를 벗어난(관측범위 밖의) 경

우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므로, 모형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F6 유형의 지상부

바이오매스 회귀모델을 선정하였다.

Ln(AGB) = a + b × Ln(H) + c × Ln(CD)

 + d × Ln2(H) + e × Ln2(CD) (4)

여기에서, H는 우세/준우세목 임분수고(m), CD는 수관밀

도(0~100%), AGB는 지상부바이오매스(ton/ha), 그리고 a,

b, c, d, e는 회귀계수이다. 산출된 수종별 회귀계수는

Table 3와 같다.

2010년 NFI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

한 결과, 검증용 샘플개수(n)가 적어 해석이 어려운 일

부 수종(잣나무, 신갈나무)을 제외하고, MD는 -25.2~32.3

ton/ha의 범위에 있었으며, RMSE는 17.02~47.76 ton/ha

였다. 유사한 방법론을 적용한 Fournier et al.(2003)의

연구에서 수종별 바이오매스 모델의 RMSE는 38~47 ton/

ha(Newfoundland), 21~41 ton/ha(Quebec)였으며 임상별

모델을 개발한 정상영 등(2009)의 연구에서는 모델의

RMSE가 45.3~61.8 ton/ha로 산출된 것과 비교했을 때,

타 연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의 모델 예측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MD가 -16.72 ton/ha로, 과

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MSE는 41.38 ton/ha

였다(Table 3).

2. 임분수고의 추정

1) 우세/준우세목 임분수고 추정모델

임분수고에 대한 임령, 평균흉고직경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임령의 상관계수는 0.31, 수종별 상관계수는 0.30~0.64

의 범위에 있었다. 평균흉고직경의 상관계수는 0.63, 수종

별 상관계수는 0.45~0.77으로, 평균흉고직경이 임령보다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종별 임

분수고 회귀식을 개발한 결과 임령만을 이용한 경우에는

유의미한 임분수고 모델이 도출되지 않았다. 평균흉고직

경을 이용해 회귀식을 개발한 결과, 수종에 따라 지수함

수가 설명력이 높은 경우와 로그함수가 설명력이 높은 경

우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함수 유형을 통일하지 않

고 수종별로 더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델을 선정하였고, 최

종적으로 평균흉고직경을 이용하여 개발하여 선정된 임

분수고 회귀모델은 Table 4와 같다.

수고 모델의 결정계수는 0.36~0.70의 범위에 있었으며,

2010년 NFI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샘플개수가 적어 해석이 어려운 일부 수종(잣나무,

신갈나무)을 제외하고, MD는 -1.8~1.2 m의 범위에 있었

으며, RMSE는 1.43~4.16 m였다. 그러나, 이우균(1996)

의 연구에서 평균흉고직경을 이용한 소나무림 임분수고

모델의 RMSE가 약 1.4 m였고, LiDAR를 이용하여 잣

나무림, 낙엽송림, 참나무림의 임분수고를 추정한 곽두

안 등(2005)의 모델은 결정계수가 0.68, 0.66, 0.60이었

Table 3. Final regression parameters of AGB regression models.

Species a b c d e R2 n
1

MD RMSE n
2

PD -7.175 3.699 2.254 -0.492 -0.203 0.72 195 -11.69 37.26 44

LL -29.183 18.173 2.444 -2.962 -0.217 0.86 26 6.62 32.81 7

PR -26.850 13.668 5.811 -2.407 -0.668 0.77 51 -20.28 40.36 20

PK -26.199 -0.852 13.107 0.421 -1.392 0.86 18 -66.10 70.27 2

EC -5.535 2.363 2.335 -0.298 -0.203 0.80 135 -6.87 30.24 41

QA -16.883 10.516 2.074 -1.723 -0.158 0.93 25 -11.23 17.02 6

QM -7.525 1.042 3.755 0.049 -0.356 0.90 48 -30.13 36.66 3

QV -5.459 2.450 2.154 -0.214 -0.188 0.72 45 32.31 41.93 13

EB -7.103 3.154 2.019 -0.278 -0.159 0.72 593 -16.58 38.82 145

MM -4.844 3.488 1.254 -0.481 -0.080 0.62 539 -25.19 47.76 150

Total - - - - - - 1,675 -16.72 41.38 431

*n
1
: the number of 2005~2009 NFI plots / n: the number of 2010 NFI p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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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과 비교하면,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

다. 차후 현장측정자료를 보강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평균흉고직경과 임분수고의 추정

Table 5에서는 임령으로부터 평균흉고직경을 산출하기

위해 NFI 자료를 이용해 각 임상, 영급별 평균흉고직경 대

표값(Table 5의 NFI 항목)을 산출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대표값을 이용해 임상

별 AGE-DBH 변환 회귀모델을 만들고 각 영급별 모델 추

정 평균흉고직경 값(Table 5의 Model 항목)을 임분수고 추

정 시 입력값으로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우세/준우세목 임분수고 회귀모델, 임상도의

임상, 수종, 영급 정보를 이용하여 임분수고 지도를 제작하

였다. 그 결과 단양군 산림의 임분수고는 입목지 기준 평균

11.1 m, 최대값은 18.1 m로 추정되었다(Figure 4). 수종 별

Table 5. Conversion table of average DBH(cm) by forest type and age class.

Forest type Data type
Age Class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Coniferous forest

NFI
(SN)

-
12.6
(16)

15.3
(124)

17.5
(226)

19.3
(39)

23.0
(5)

- - -

Model 7.3 12.1 15.4 17.9 20.1 22.1 23.9 25.5 27.0

Deciduous forest

NFI
(SN)

-
11.4
(46)

14.3
(316)

16.7
(252)

18.7
(51)

18.2
(12)

-
21.2
(6)

-

Model 8.0 11.9 14.3 16.2 17.7 19.1 20.3 21.4 -

Mixed forest

NFI
(SN)

-
10.7
(22)

14.3
(235)

16.4
(220)

19.9
(39)

20.4
(13)

- - -

Model 6.3 10.9 14.1 16.7 19.0 21.0 22.9 - -

*Regression models
[Coniferous Forest] DBH = 3.490×AGE0.460 (r2=0.97)
[Deciduous Forest] DBH = 4.458×AGE0.363 (r2=0.96)
[Mixed Forest] DBH = 2.789×AGE0.504 (r2=0.98)
*SN: Sample Number

Figure 4. Dominant/co-dominant height map.

Table 4. Dominant/co-dominant height regression models.

Species Regression model R2 n
1

MD RMSE n
2

PD H = -7.843 + 6.126 × Ln(D) 0.59 195 0.47 2.93 44

LL H = -25.655 + 14.130 × Ln(D) 0.69 26 -1.76 4.16 7

PR H = -7.843 + 6.880 × Ln(D) 0.50 51 1.20 3.17 20

PK H = 2.482ⅹD0.514 0.36 18 2.23 2.65 2

EC H = -7.429 + 6.548 × Ln(D) 0.49 135 0.74 2.40 41

QA H = -3.188 + 5.181 × Ln(D) 0.70 25 1.09 4.12 6

QM H = 3.220 × D0.440 0.58 48 -0.61 1.18 3

QV H = 3.963 × D0.375 0.36 45 0.26 1.43 13

EB H = -3.969 + 5.245 × Ln(D) 0.43 593 -0.17 2.65 145

MM H = 1.834 × D0.638 0.49 539 0.34 2.06 150

Total - - 1,675 0.24 2.52 431

*H: Dominant/co-dominant height (m) / D: Average DBH of dominant/co-dominant trees (cm) / n
1
: the number of 2005~2009 NFI plots /

n
2
: the number of 2010 NFI p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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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교해보면, 일본잎길나무림(평균 13.9 m, 최대 18.1

m)이 특히 큰 임분수고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침

엽수림의 수고는 평균 11.5 m, 활엽수림은 평균 10.9 m,

혼효림은 10.7 m로, 침엽수림의 수고가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 추정되었다. 단양군의 주요수종 중 하나인 소나무림

의 경우 I~II영급 임분의 우세/준우세목 임분수고는 7.6 m,

III영급은 9.5 m, IV영급은 10.5 m, V영급 이상은 11.3 m

로 추정되었다.

3. 지상부바이오매스 공간분포 추정과 평가

지상부바이오매스 모델에 우세/준우세목 임분수고 지도,

임상도의 수종, 수관밀도 정보를 입력자료로 이용하여 지

상부바이오매스 지도를 제작하였다(Figure 5). 그 결과 단

양군 산림의 지상부바이오매스 총량은 6,606,324 ton로 추

정되었다. 지상부 바이오매스 총량 중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이 각각 34.7, 40.1, 25.2%로 활엽수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군 산림비율에서

침엽수림이 35.6%, 활엽수림이 34.4%로 활엽수림의 면적

이 침엽수림보다 더 좁은 점을 고려하면 단위면적당 지상

부바이오매스의 측면에서 활엽수림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지상부 바이오매스 평균값은 101.7 ton/ha,

최대값은 179.2 ton/ha로 추정되었으며, 최대 지상부바이

오매스를 보유하고 있는 임분은 VII영급, 수관밀도 “밀”

의 굴참나무림이었다.

임상도를 이용해 추정한 본 연구의 결과인 단양군 지상

부바이오매스(이하 ‘모델기반 AGB’)와 표본점 자료 기반

통계방법으로 산출된 지상부바이오매스(이하 ‘표본점기

반 AGB’)를 비교한 결과 바이오매스 총량에서 약 88,146

ton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표본점

기반 AGB 총량의 표준오차가 ±988,299 ton인 것을 감안

하면 이러한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임상별 비교에서도 모델기반 AGB가 표본점기반 AGB의

표준오차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어, 임상별로도 두 자료

간의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모델기반 AGB가 표본점기반 AGB보다 전체적으로 약

1.3% 크게 추정되었고 임상별로는 침엽수림은 9.7% 크게

추정되었으며 활엽수림과 혼효림은 각각 0.1%, 7.9% 작

게 추정되었으나, 표준오차를 고려했을 때 두 자료간의 통

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은 모델기반 AGB를 임상, 영급, 수관밀도 별로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이며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순

서로 지상부바이오매스 값이 크게 추정되었다. 동일한 임

분 재적을 기준으로 할 때, 활엽수는 침엽수보다 목재기

본밀도가 크고, 바이오매스확장계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

기 때문에(국립산림과학원, 2010), 일반적으로 활엽수의

바이오매스가 침엽수의 바이오매스보다 크며 혼효림은 그

중간 정도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수고 추정

결과, 동일한 영급과 밀도 내에서 침엽수는 활엽수보다 수

고가 크게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바이오매스의 차이

가 서로 상쇄될 수 있다. 또한 임상 내에서 밀도가 높아질

Figure 5. Aboveground biomass map.

Table 6. Comparison of estimated AGB and NFI statistics.

Forest Type ① Estimated AGB
② AGB from 
NFI statistics

Standard Error
of NFI statistics

Diff.
①-②

Total (ton) 
(Mean, ton/ha)

6,606,324
(101.7)

6,518,178
(100.4) ±988,299 88,146

Coniferous forest
2,291,513

(99.1) 
2,069,882

(89.5) ±384,039 221,631

Deciduous forest 
2,649,095

(118.7) 
2,650,689

(118.8) ±386,796 -1,594

Mixed forest
1,665,715

(96.5) 
1,797,607

(104.1) ±217,463 -13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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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영급이 커질수록 평균 지상부바이오매스값이 증가

하였으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Table 7). 활엽수림 중

에서 바이오매스가 상대적으로 큰 굴참나무가 5영급 이상

보다 4영급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활엽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4영급이 5영급 이상보다 더 큰 평균 바이오매

스값이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종의 영급과 밀도

분포가 다르고 각 수종의 수고와 바이오매스 변환계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를 추정함에 있어 수종간

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과 보완할 사항이

도출되었다. 첫째, 지상부바이오매스 모델과 수고모델 등

여러 모델이 결합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 수

고와 수관밀도 기반의 지상부바이오매스 모델과 임령 기

반의 수고모델을 이용한 본 방법론은 결과적으로 임령과

소밀도 정보로부터 지상부바이오매스를 추정하는 방법론

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임령은 지상부바이오매스와의 직

접적인 상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임

령을 이용한 지상부바이오매스 회귀모델 개발이 가능하

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측정, 모

델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정확도 높은 수고지도를

개발하고, 이를 지상부바이오매스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바이오매스 추정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임상도 기반의 지상부바이오매스 지도는 공간정확도 평

가에 한계가 있다. 임상도의 임분구획 면적은 인공림 0.1

ha, 천연림 0.5 ha인 반면, NFI 표본점 면적은 0.08 ha로

임상도 임분구획 기준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질성이 높은

산림의 경우 표본점의 임분 특성이 임상도에서 개별 특성

으로 분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공

간정확도 평가 과정에서 모델의 정확도와 임상도 폴리곤

과 표본점 간의 위치 정합도를 분리해 평가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정확도

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모델개발에 이용되지

않은 별도의 NFI 자료를 이용한 모델 예측력 평가와 표본

점 기반으로 산출된 통계를 이용한 지도산출물 통계에 대

한 평가만이 이루어졌으며, 지상부바이오매스 지도의 공

간정확도 평가는 수행되지 못하였다. 셋째, 범주형 자료 활

용으로 인해 산출물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지상부바

이오매스 지도 제작에 이용된 임상도 속성정보는 영급, 수

관밀도이다. 영급은 10년 단위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관

밀도 등급은 20%~50%의 폭으로 나눠져 있고, 모델에 임

상도 속성정보를 입력자료로 활용할 때 각 등급의 중간값

을 이용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각 등급의 범위만큼의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입력자료의 불확실성은 모

델을 통해 산출자료의 불확실성으로 전이되지만 각 입력

자료의 민감도와 불확실성의 정도는 평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의 한계점들은 임상도를 기본지도로 활용하

는 경우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

확실성을 이해하고 정량화하여 산출물의 신뢰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은 바이오매스 회귀모

델, 수고 모델, 임상도로 인한 불확실성이 모두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개별적으로 정량화하고 이

를 통합하여 최종적으로는 바이오매스 지도의 공간적 불

확실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향후 수행되어야 하

는 연구 과제이다. 이와 동시에 핵심지역에 대해서 고해

상도 위성영상, 항공사진, LiDAR 등으로부터 공간정확도

가 높은 연속성 정보의 수고 지도와 수관밀도 지도를 제

작하여 본 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한다면 보다 신뢰도 높

은 산림바이오매스 공간분포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NFI 자료를 기반으로 수종, 수고, 수관밀

도, 영급을 이용하여 지상부바이오매스 모델과 수고 모델

을 만들고 임상도의 수종, 영급, 수관밀도 정보를 이용하

여 지상부바이오매스의 공간분포를 추정하여, 표본점의

산림정보를 임상도를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확장하는 방

법을 개발하였다. 본 방법은 기존 표본점 기반 산출기법

에 의한 통계량과의 일관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임상도를

활용함으로서 손쉽게 대면적에 대한 지상부바이오매스 정

보를 산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지역 규모의 수종별 지상부바이오매스 모

델이 개발되었고, 수고를 임상도로부터 추정할 수 있도록

수고 모델이 개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과제

는 항공사진으로부터 우세/준우세목의 정보를 취득하여

제작되는 임상도를 기반으로 공간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Table 7. Estimated average AGB(ton/ha) by forest type.

Forest 
type

Age 
class

Crown Density Class

Total
Low

(0~50%)
Middle

(51~70%)
High

(71~100%)

Coniferous
forest 

Total 99.1 28.2 86.2 115.6

I, II
III
IV
V-

28.2
86.2

115.6
126.4

7.0
38.2
51.9
56.5

49.3
82.3

105.1
115.9

58.3
102.1
128.6
137.2

Deciduous
forest

Total 118.7 59.7 111.8 126.4

I, II
III
IV
V-

59.7
111.8
126.4
126.5

22.9
44.3
53.2
48.0

75.0
104.2
116.0
111.2

108.3
134.6
139.1
137.1

Mixed
forest

Total 96.5 56.0 84.9 102.4

I, II
III
IV
V-

56.0
84.9

102.4
117.0

30.0
46.4
53.0
58.2

66.6
83.3
95.1

105.5

81.3
101.6
116.0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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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I 기반 모델의 모든 임분변수를 우세/준우세목 기준으

로 산출하고 모델링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

로 우세/준우세목 수고 지도, 지상부바이오매스 지도가 산

출되었고, 이 지상부바이오매스 지도에 탄소전환계수를

적용하면 지상부 산림탄소저장량 지도로도 변환하여 이

용할 수 있다. 충청도 규모의 모델로 개발했기 때문에 본

모델은 충청도 전역에 적용할 수 있다. 타 지역 적용을 위

해서는 별도의 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행정구역 경계가 아

닌 생태권역(Ecoprovince) 혹은 유사한 산림 임분구조를

가지는 구역 단위에 따라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1:25,000 임상도를 이용하지 않

고 1:5,000 대축적 임상도를 이용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

취득이 가능했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대축적 임상도 제작

(2008~2012)이 완료되면 공간정확도가 높은 전국단위 바

이오매스 지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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