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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산림탄소저장량 변화는 기후변화협약에서 요구하는 주요 자료 중 하나이다. 

IPCC 우수실행지침(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ood practice guidance, 

IPCC GPG) 수준 3에 근거하여 공간적으로 명확한 산림탄소저장량을 추정하게 되면 높은 신뢰도

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추정 방법은 표본점(sample plot) 단위의 국가산림자원조사

(national forest inventory, NFI) 자료만을 이용하여 행정구역별 평균을 집계하는 것으로 폴리곤 

혹은 셀 단위의 상세한 탄소저장량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럽, 북미 등에서는 

NFI 자료, 원격탐사 및 GIS 기술을 결합하여 산림탄소저장량을 추정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

어져왔다. 주요국의 연구 동향을 활용 기법에 따라 분류해보면 원격탐사, GIS, 지구통계 및 환경변

수 모델링 등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가장 손쉽게 국내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NFI 자료와 임상도를 결합하는 GIS 기반의 방법이다. 특히, 복잡한 수종 구성을 가지고 있

는 국내 산림 환경 특성을 고려할 때 국지적 변이 추정에 유용한 지구통계 기법의 활용성이 기대된

다. 아울러, 고해상도 영상의 활용은 산림탄소저장량 추정의 검증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사업 적지 선정 등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

다. 국내 관련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최근린 기법(k-nearest neighbor, k-NN)의 적용성을 검

토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국내 산림 환경에 적합한 방법론의 선정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

한 공간 자료와 알고리즘의 적용성이 검토되고 방법론 간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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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est carbon stocks change due to land use change is an important data required by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Spatially explicit 

estimation of forest carbon stocks based on IPCC GPG(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ood practice guidance) tier 3 gives high reliability. But a current 

estimation which was aggregated from NFI data doesn't have detail forest carbon stocks 

by polygon or cell. In order to improve an estimation remote sensing and GIS have 

been used especially in Europe and North America. We divided research trends in main 

countries into 4 categories such as remote sensing, GIS, geostatistics and environmental 

modeling considering spatial heterogeneity. The easiest way to apply is combination NFI 

data with forest type map based on GIS. Considering especially complicated forest 

structure of Korea, geostatistics is useful to estimate local variation of forest carbon. In 

addition, fine scale image is good for verification of forest carbon stocks and 

determination of CDM site. Related domestic researches are still on initial status and 

forest carbon stocks are mainly estimated using k-nearest neighbor(k-NN). In order to 

select suitable method for forest in Korea, an applicability of diverse spatial data and 

algorithm must be considered. Also the comparison between methods is required.

KEYWORDS : Forest Carbon Stocks, Forest Biomass, Remote Sensing, GIS, Geostatistics, 

National Forest Inventory 

서  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유일

한 흡수원(sinks)으로서 근래 산림의 중요성

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수목은 탄소동화작용

을 통해 공기 중의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자란다. 수목이 자란 무게인 바이

오매스를 측정하면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흡

수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산림청, 2009) 

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흡수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9년 11월에 발표된 2020년 우리나라 국

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1) 대비 30% 감축으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

(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이러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확한 산림탄소저장량 추정이 요구된다. 기

후변화협약에서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1997년 제 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산림을 온실가

스 흡수원으로 인정함으로서 비롯되었다. 최

근에는 REDD(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및 

REDD+ 등을 통해서 더욱 산림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 협약에서는 

산림탄소 변화량에 대한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도 높은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

러한 통계를 작성 ․ 보고할 때에는 IPCC GPG

를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GPG에서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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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매스 저장고에서의 탄소 변화에 중점을 두

어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이경학 등, 

2004) GPG에 정의된 총 5가지의 탄소저장

고(지상부 바이오매스, 지하부 바이오매스, 고

사목, 낙엽층, 토양유기물) 중 지상부 바이오

매스(Aboveground Biomass, AGB)2) 탄소

저장량의 지도화와 정량화에 관한 다양한 방

법론들이 개발되어 오고 있다. 

현지조사 기반의 전통적인 기법은 산림탄소

저장량 추정을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이러한 접근은 현지 조사에 많은 시간을 소비

하게 되며 노동집약적이다. 특히 접근 불능지

역에서는 수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넓은 지역에 대해 바이오매스의 공간적 분포

를 제시하지 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산

림자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규모의 산

림탄소저장량을 추정하고 있다. 

IPCC GPG 수준 3(Tier 3)은 신뢰도가 가

장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시간에 따라 반복되

는 고해상도 활동 자료(activity data)등을 활

용하여 국가 이하의 공간규모 단위를 보다 세

밀한 격자 단위까지로 세분하고 국가별 조건

을 다루기 위한 맞춤 모델 및 조사 체계를 포

함한다(이경학 등, 2004). 따라서 온실가스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격탐사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등 

다양한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산림탄소저

장량이 어디에 얼마만큼 분포하고 있는지를 

공간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림탄소저장량 추정에 대한 과거

의 노력을 요약하고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

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스케일의 서로 다른 생물물리학적 환경에서의 

산림탄소저장량 추정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

기 위해 산림탄소저장량과 원격탐사 자료, 임

상도 등 다양한 자료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과거 수십년 간 이에 대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다양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연구의 

초기 단계로 산림탄소저장량의 공간적인 추정

에 대한 포괄적인 리뷰는 아직까지 수행된 바

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격탐사와 GIS를 

이용한 산림탄소저장량 추정 연구의 국제 동

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림에 대한 적용성

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림탄소저장량 연구가 본격

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를 조사대상기

간으로 하여 원격탐사와 GIS를 이용한 산림 

바이오매스 및 탄소저장량 추정 연구 동향을 

북미, 유럽, 중국 등 주요국별로 조사하였다. 

국제 동향 분석을 기반으로 활용 기법을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각 기법별로 활용

되는 자료 및 알고리즘을 정리하고 장·단점

을 분석하여 국내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산림탄소저장량 연구동향 분석

1. 기존의 산림탄소저장량 추정 방법

기존의 산림탄소저장량 추정 방법은 현지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현지 조사 자료

는 NFI(National Forest Inventory)로부터 

얻어진다. NFI에서 조사된 각 개체목의 흉고

직경(D)3)과 수고(H)4)를 이용하여 줄기의 부

피에 해당하는 수간재적5)을 구하고 수종별 목

재밀도6)를 곱하여 줄기의 건중량인 수간바이

오매스를 구한다. 줄기뿐만 아니라 가지, 잎 

등 개체목의 전체 바이오매스로 확장하기 위

해 수종별 바이오매스 확장계수7)를 곱하여 지

상부 바이오매스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탄소전

환계수8)(0.5)를 곱하면 지상부 바이오매스가 

보유하고 있는 탄소저장량을 구할 수 있다(그

림 1). 

이러한 방법은 산림탄소저장량 추정의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현지 조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며 노동집약적인 방법이다. 특히 

접근 불능지역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방법은 넓은 지

역에 대해 바이오매스의 공간적 분포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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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현지조사 기반 탄소저장량 추정 방법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산림탄소저장량 추정

을 개체목 단위가 아닌 보다 넓은 면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현지 표본점의 자

료가 필요한데 현지 표본점의 표본 비율의 한

계(우리나라의 경우, 4km 격자 배치)로 미조

사지점에 대한 산림바이오매스 및 산림탄소저

장량 추정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다(임종

수 등, 2009). 이에 NFI 자료뿐만 아니라 위

성영상, 임상도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하

고 이를 결합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는 등 

산림바이오매스 및 탄소저장량의 추정 정확도

를 높이는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2. 원격탐사와 GIS를 이용한 산림탄소저장량 

추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저장량 연구가 본격

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를 조사대상기

간으로 하여 원격탐사와 GIS를 이용한 산림 

바이오매스 및 탄소저장량 추정 연구 동향을 

주요국별로 조사하였다. 다양한 관점에서 연

구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이슈를 도출하기 위

해 국제 동향, 활용 기법의 종류, 국내 동향 

및 한계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국제 동향
미국, 캐나다, 독일, 중국 등에서는 NFI 자

료와 위성영상 자료의 결합 방식이 광범위하

게 연구되고 있으며(Huiyan et al., 2006; 

McRoberts et al., 2007; Blackyard et al., 
2008; Rahman et al., 2008; Wulder et al., 
2008; Fuchs et al., 2009) 북유럽을 중심으

로 k-NN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

되고 있다(Tomppo and Siitonen, 1991; 

Reese et al., 2002; Tompp et al., 2002; 

Gjertsen et al., 2007; Tomppo et al., 
2008; Magnussen et al., 2009). 

특히 캐나다에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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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캐나다의 바이오매스 추정 및 지도화 전략

(Luther et al., 2002)

2002년부터 캐나다 산림청 산하 EOSD 

(Earth Observ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Forests)에서 산림바이오매

스 추정 및 지도화 전략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Luther et al., 
2002). 캐나다 바이오매스 지도 구축 전략은 

크게 3단계로 ①바이오매스 매핑 기법 개발 

②기법의 지역 규모 확장 ③국가 규모 수행으

로 구성된다. Landsat TM 영상에서 임상 유

형(forest cover type)과 임상 구조 정보(수

관울폐도, 수고)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임분(forest stand) 단위의 바이오매스를 추

정하는 것을 기본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NFI 자료와 임상도와의 결합을 통해 

지상부 바이오매스 추정을 시도하였으며

(Fournier et al., 2003) DRR(Direct 

Radiometric Relationship), k-NN, Land 

Cover Classification(LCC), Biomass from 

Cluster Labeling Using Structure and 

Type(BioCLUST) 등 4가지 기법에 대한 비

교를 통해 데이터 셋의 가용성과 정확도 요구

수준에 따른 방법 선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Labrecque et al., 2006). 아

울러, Web GIS 기반의 산림탄소지도(forest 

carbon map) 서비스 구축 연구를 통해 연구 

산출물의 공유 및 대시민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다(Goodenough et al., 2008). 특히, 지상 

자료, 임상도 및 위성영상 정보를 결합하고 

k-NN을 이용하여 산림정보를 폴리곤 단위로 

추출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통해 단일 자료

원 중심의 분석을 수행했을 때보다 추정 정확

도가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다(LeMay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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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8). 

현재 국가 규모의 바이오매스 지도가 구축

된 대표적인 국가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 지역 

국가이다. 국가 규모의 바이오매스 지도 제작

에 활용된 주요 자료는 위성영상 자료와 NFI 

자료로 북유럽의 경우 중해상도의 Landsat 5 

TM과 Landsat 7 ETM+를 주로 사용하였다

(Luther et al., 2002; Blackyard et al., 
2008; Tomppo et al., 2008). 이는 획득 면

적이 넓고 30m 정도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므

로 NFI 자료와의 결합이 용이하다는 장점에

서 채택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FIA(Forest Inventory and 

Analysis) 국가프로그램의 지역 간 실무그룹

인 RSB(Remote Sensing Band)에서 국가 

단위의 산림바이오매스 지도를 제작하였다. 

미국은 북유럽 국가보다 대면적이므로 저해상

도인 MODIS(250m~1km)를 활용하였으며 

보조 자료로 국가토지피복도, 지형도, 기상자

료 등이 활용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EOSD에

서 제공하는 Landsat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

으며 LiDAR와 Radar 자료를 추가 활용하는 

것을 연구 중에 있다(Hall et al., 2009). 

2) 활용기법
산림탄소저장량 추정은 활용 기술에 따라 

현지 측정, 원격 탐사, GIS 등의 3가지 접근

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지 측정 중심의 추정은 전통적인 산림탄

소저장량 추정방법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

다. 원격 탐사 기반의 경우 데이터 취득 반복, 

분광 밴드와 식생 파라미터와의 높은 상관 등

과 같은 장점때문에 대면적 AGB 추정, 특히 

접근 불능 지역에 대해 주요 자료원이 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귀분석 및 k-NN 기법 

등을 활용하여 산림바이오매스와 탄소저장량

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지역에서 개

발된 회귀 모형 결과를 다른 지역에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조 자료를 활

용한 GIS 기반의 방법은 현지 조사에 의한 

바이오매스 추정치를 업스케일링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데이터 품질이 우수한 보

조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AGB

와 보조 자료와의 간접적인 상관관계, AGB 

축적에 대한 환경 조건의 광범위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Lu, 2006). 

특히, 원격탐사와 GIS 기반의 방법론은 

IPCC GPG 수준 3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간적

으로 명확한(spatially explicit) 산림탄소저장

량 추정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높은 신뢰도 

확보가 예상된다. 이러한 공간정보 기반의 방

법론은 주요 자료와 기법에 따라 ① NFI 자

료와 원격탐사자료와의 결합 ② NFI 자료와 

임상도와의 결합 ③ 지구통계 ④ 환경변수 모

델링 등 4가지 방법론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통적으로 NFI 자료를 주요 자료원으로 하

고 각국의 자료 상황에 따라 임상도 및 위성

영상을 부가 자료로 활용하며 최근에는 지구

통계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추정 및 환

경 변수를 고려한 모델링 등이 연구되고 있다. 

활용기술 별 산림탄소저장량 추정 연구 현황

은 표 1에 정리되었다. 방법론별 상세 내용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1) NFI 자료와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추정

임상도 활용에 제약이 있거나 대면적 산림 

혹은 접근이 어려운 산림 지역이 많은 경우 

원격 탐사 자료가 산림탄소추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원격 탐사 자료와 NFI 자료

를 이용한 추정은 산림탄소저장량 공간분포 

추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일반적

으로 회귀분석모델이 활용되었으나(Lufafa et 
al., 2008; Nijland et al., 2009) 최근에는 

최근린(k-Nearest Neighbor, 이하 k-NN)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Tomppo and 

Siitonen, 1991; Dees et al., 2000; Reese 

et al., 2002; Gjertsen, 2007; McRoberts 

et al., 2007; 임종수 등, 2007; Tomppo et 
al., 2008; Fuchs et al., 2009; 임종수 등, 

2009; 정재훈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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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활용자료 방법 참고문헌 년도

원격탐사 

광학
영상  

고
해
상
도

항공사진, IKONOS
단순회귀 Tiwari와 Singh 1984

상대생장식, 단순회귀 Thenkabail 등 2004

초분광 영상 다중회귀 Nijland 등 2009

Quickbird, ASTER k-NN fuchs 등 2009

중
해
상
도

Landsat 5 다중회귀 Roy와 Ravan 1996
Landsat 5 선형 및 지수 회귀 Steininger 2000
Landsat 5 다중회귀 Lu 2005

Landsat 5 지수 모델을 활용하여 수관직경 추정한 뒤 
수관직경으로부터 바이오매스 계산 Phua와 Saito 2003

Landsat 4 & 5 다중회귀, 신경망 Foody 등 2003
Landsat 5 k-NN Fazakas 등 1999
Landsat 5 k-NN Gjertsen 2007
Landsat 5 k-NN Haapanen 등 2001

Landsat 7 ETM+ 다중회귀 Zheng 등 2004
Landsat 7 ETM+ k-NN 임종수 등 2007
Landsat 7 ETM+ k-NN 정재훈 등 2010
Landsat 5, SPOT k-NN Reese 등 2002
Landsat 7 ETM+ 다중회귀 Rahman 등 2008

Landsat TM & IRS-1C 
WiFS k-NN, 비모수회귀 Tomppo 등 2002

Landsat TM/ETM+
SPOT, IRS-1C LISS k-NN Tomppo 등 2008

Landsat TM에서 분석된 
토지피복자료, 산림조사자료, 

기후 및 토양 자료
생산력모델(PnET) Mickler 등 2002

SPOT VEGETATION 다중회귀, 인공신경망 Fraser와 Li 2002

저
해
상
도

Landsat TM & AVHRR 선형회귀모델 Hame 등 1997

AVHRR NDVI 단순회귀 Dong 등 2003

MODIS, 강우, 
온도, 고도 자료

일반화가법모델
트리기반모델 Baccini 등 2004

비광학 영상 Radar, Lidar
다중회귀 Harrel 등 1997
다중회귀 Lefsky 등 1999
단순회귀 Santos 등 2003

GIS NFI, 임상도 바이오매스 변환표 Fournier 등 2003

지구
통계

NFI, MODIS 영상, 
DEM, 기후 자료 등 규칙기반모델(Cubist model), 크리깅 Freeman과 

Moisen 2006

RADAMBRASIL project 표본점자료, 
임상자료, 토성자료, 고도자료 등 KED(kriging with external drift) Sales 등 2007

NFI, Landsat ETM+ 상관관계 분석, 정규크리깅, 일반크리깅, 
공동크리깅, 회귀크리깅 Meng과 Madden 2009

NFI, Landsat ETM+ 공동크리깅 Wang 등 2009

환경
변수

환경변수
(고도, 경사, 토양, 강우 등)

다중회귀

Brown 등 1994

Iverson 등 1994

Brown과 Gaston 1995
Hall 등 2001

Magclae-Macand
og 등 2006

Ellenwood와 
Krist 2007

규칙기반모델 Blackyard 등 2008

TABLE 1. 원격탐사와 GIS를 이용한 지상부 바이오매스 추정 기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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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산림은 복잡한 임분 구조와 다양

한 환경 조건을 갖기 때문에 회귀모델을 이용

하여 산림속성을 추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작업으로 여겨지고 있다(Lu, 2006). 왜냐하

면 추정 지역이 광범위해질수록 원격탐사 자

료나 NFI 자료를 이용한 간접적인 추정이 유

용하지만, 환경의 다양성으로 인해 특정 지역

에서 취득된 샘플만을 이용하여 결정론적 모

형(deterministic model)을 구축하게 되면 샘

플링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충분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회귀모델

링이 산림탄소저장량 추정에 유용한 것은 분

명하지만, 위성영상을 이용한 대부분의 연구

에서 50% 이상의 설명력을 보여주기는 힘들

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Rahman et 
al., 2008). 

k-NN 기법은 비모수 회귀 추정식의 하나

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야외

조사 자료와 위성 영상과 같은 부가정보를 사

용하는 통계적 기법이다(임종수 등, 2007; 

Haapanen et al., 2001). k-NN은 북유럽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는데 북유럽 국가 중 가

장 먼저 NFI 자료의 한계를 인식한 핀란드에

서는 다양한 산림 주제도 작성과 산림통계 작

성을 위해 k-NN을 활용한 다목적 국가산림

조사(Multi-Source Forest Inventory, 

MSFI)를 그 해결책으로 개발하였으며

(Tomppo and Siitonen, 1991), 노르웨이에

서도 k-NN 기반의 MSFI를 통해 임목축적을 

포함한 국가 전역에 대한 산림 변수의 추정을 

시행하게 되었다(Gjertsen, 2007). 이어 스웨

덴에서도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이 다양한 데

이터를 활용한 MS-NFI가 행해졌으며, 추정 

기법으로는 k-NN을 이용한 연구가 주를 이

루었다(Reese et al., 2002 Tomppo et al., 
2008). 이러한 k-NN은 독일(Dees et al., 
2000), 미국(McRoberts et al., 2007), 러시

아(Fuchs et al., 2009) 등  다양한 지역에서 

그 적용성이 검토되고 있다. 

바이오매스 밀도는 임분 구조의 복잡성과 

환경 특성의 변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각 대상지 특성에 적합한 자료와 방법론을 선

택할 필요가 있다(김경민 등, 2010). 항공사

진과 IKONOS 영상과 같은 고해상도 자료는 

국지적 규모(local scale)에서 정확한 AGB 

추정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자료가 대용량이

라는 점과 그림자 효과의 문제 등은 고해상도 

자료의 대면적 적용 시 제약으로 작용한다. 

Landsat TM과 같은 중해상도 자료는 지역 

규모(regional sclae)에서의 AGB 추정에 활

용될 수 있다. 혼합 픽셀(mixed pixel)은 복

잡한 생물물리학적 환경을 지닌 지역에서 

AGB를 추정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Lu, 2006). AVHRR 혹은 MODIS와 

같은 저해상도 자료는 국가 혹은 전지구적 규

모(national and global scale)에서의 AGB 

추정 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저해상도 

자료와 현지조사 자료와의 연결 시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Lu, 2006). 결국, 지도 작성의 대상이 

되는 공간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공간해상도

의 영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Lu(2006)

는 바이오매스 추정 시 각 해상도별 장점과 

단점을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Lu(2006)는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바이

오매스 추정 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주요 이슈

를 도출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는 

적절한 변수 선택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선

택된 변수는 AGB와는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

어야 하며 변수 상호간에는 상관이 약해야 한

다.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상관분석, 신경망, 사상추출(feature 

extraction) 등의 방법이 변수 선택에 활용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모델링의 문제이다. 다양

한 알고리즘 간의 비교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

에 어떤 알고리즘이 해당 대상 지역에 적절한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중해상도 자료가 활용될 경우 다

중회귀분석이 AGB 추정 모델에 많이 활용되

었으며 보조 자료가 활용됨에 따라 신경망 기

법이 활용되었다. 또한 원격탐사자료와 보조

자료의 결합을 통해 개선된 모델을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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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장점 단점

고해상도 영상
(5m 이하)

·항공사진 
·IKONOS
·QuickBird

·소면적에 적합
·항공사진 판독은 특히 층화와 

임목재적 추정에 유용
·수고, 수관 직경, 수관 울폐도, 임분 

면적과 같은 다양한 산림 특성을 측정
·항공사진으로부터 생물물리학적 

파라미터를 추출하는데 쓰여진 다양한 
기법과 접근법은 고해상도 위성 
영상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중저해상도 자료 분석 결과의 검증 
혹은 정확도 평가의 참조 자료로 활용

·수관과 지형에 의해 
야기된 높은 분광특성 
변이와 그림자 효과는 
AGB 추정 모델 개발에 
어려움 야기

·대용량 저장 공간 필요
·이미지 프로세싱 시간 

소요
·영상 구매비용이 높아 

대면적 적용에 제한 

중해상도 영상
(10~100m)

·Landsat TM, 
ETM+

·지역 및 광역 규모에 적합
·식생탐지에 효과적인 근적외선 센서 
·무상 제공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다양한 연구 결과 축적 

·혼합픽셀문제

저해상도 영상
(100m 이상)

·NOAA AVHRR
·MODIS

·국가, 대륙 혹은 지구적 규모에 적합
·AVHRR 자료는 대륙 규모의 

식생역학연구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

·저해상도 자료와 
현지조사 자료와의 연결 
어려움

TABLE 2. 영상의 해상도별 장·단점(Lu, 2006)

데 GIS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원격탐사자료의 한계이다. 거친 산악

지형의 경우 경사와 향과 같은 지형 요인은 

식생 반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AGB와 반사도 간의 잘못된 관계식을 만

들게 된다. 그러므로 식생 반사도에 대한 지

형 효과의 제거는 중요하다.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밴드 비율(Holben and  

Justice, 1981), 주성분 분석 혹은 회귀모델

과 같은 선형 변환(Conese et al., 1988; 

Pouch and Campagna, 1990; Naugle와 

Lashlee, 1992; Conese et al., 1993), 지형 

보정 기법(Civco, 1989; Colby, 1991), 

DEM과 원격탐사 자료의 통합(Walsh et al., 
1990), 경사/향 층화(Ricketts et al., 1992)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넷째는 자료 

품질과 불확실성이다. 표본점과 원격탐사자료

의 위치 정확도는 중요한데 위치정확도가 낮

게 되면 AGB와 원격탐사자료간의 잘못된 관

계식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Halme and  

Tomppo, 2001). AGB 연구의 경우 불확실

성의 주요 원천은 AGB 표본점 자료의 취합, 

대기 보정, 원격탐사자료와 AGB 표본점 자료

간의 좌표 등록 오류, 원격탐사자료로부터 적

절한 변수 추출, AGB 추정 모델 개발에 사용

된 알고리즘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

성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

력은 AGB 추정을 효율을 높이는데 필수적이

다. 마지막은 경제적 요인의 제약이다. 현지 

조사 수행, 다양한 영상 자료 구입, 자료 분석 

및 모델 개발에 필요한 전문가 확보 및 소요 

시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AGB 설명 변수에 

대한 탐색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와 특정 지역에 적합한 영상 분석 

절차에 대한 설계가 필수적이며 현지 조사 자

료와 고, 중, 저 해상도 자료의 결합을 통해 

국가 및 지구적 규모에서의 AGB 추정 정확도

를 보다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임학, 원격탐

사, GIS, 모델링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다

양한 학문 분야 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은 

AGB 추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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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FI 자료와 임상도를 이용한 추정 

임상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미 제작된 지

역에 대해 비교적 간단하게 산림탄소저장량 

지도를 산출할 수 있고 임상도 갱신에 따라 

산림탄소저장량 지도 또한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

나 전국적으로 임상도가 제작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용 지역이 제한되며 바이오매스 추정

에 필요한 속성이 임상도에 포함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임상도는 위성 영상 등과 같

은 빠른 갱신정보 취득이 어려우며, 시공간적

인 불확실성이 산림바이오매스 지도에 그대로 

전이되는 문제가 있다.

임상도 활용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한계로 산림바이오매스지도 제작에 임상

도를 직접 활용한 국가는 캐나다에 국한되어 

있다. Fournier et al.(2003)은 캐나다 뉴펀

들랜드와 퀘벡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자원조사

의 수종, 밀도, 수고 정보를 이용해 바이오매

스 변환표를 만들고 임상도의 수종, 밀도, 수

고 지도에 이를 적용하여 바이오매스 지도를 

제작했다. Labrecque et al.(2006)은 이 지

도를 기준 지도(baseline map)로 활용하여 

바이오매스 공간분포를 위한 네 가지 방법 

DRR, k-NN, LCC, BioCLUST의 결과를 비

교 ․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2년부터 

현재까지 5차에 걸쳐 국가산림자원조사와 

1:25,000 임상도 제작이 함께 이루어져 공간 

자료와 현지 조사 자료의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계열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1:5,000 

임상도가 제작 중(2008~2012)에 있어 구매 

비용이 발생하는 원격탐사 자료에 비해 자료 

확보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3) 지구통계를 이용한 산림탄소저장량 추정 

최근 들어 지구통계를 활용한 산림탄소저장

량의 추정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반베리오그

램과 같은 자기공분산(auto-covariance) 함

수는 표본점 바이오매스 자료의 공간변이성의 

구조와 공간의존성에 대한 유클리디안 거리를 

제시할 수 있는데 크리깅은 바이오매스의 공

간적 변이구조에 대한 반베리오그램을 활용하

여 바이오매스를 내삽함으로서 전체 대상지에 

대한 바이오매스 연속 표면을 생성하게 된다. 

표본점 개수가 불충분할 경우 바이오매스 자

료의 공간 변이성을 모델링하기 어려우므로 

크리깅 내삽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FAO, 

2004).

지구통계를 이용한 산림탄소저장량 추정 사

례로 미국의 경우, FIA에서 제작한 Cubist 바

이오매스 모델 기반의 바이오매스 지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Freeman and Moisen(2006)

은 공간 구조(spatial structure) 모델링을 통

한 개선 방법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간 구조가 분명히 드러나는 지역에 대해서

는 크리깅이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일반적으로는 Cubist 모델을 이용한 경우가 

더욱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었다. Meng et 
al.(2009)은 산림변수 추정에 지구통계를 활

용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추정 

방법으로 공동 크리깅(co-kriging)과 회귀 

크리깅(regression kriging)을 활용하였다. 

Sales et al.(2007)은 아마존의 산림바이오매

스 공간분포를 더욱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지구통계를 활용하였으며, 기존의 내삽 모델

이 다양한 공간 정보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마존 전체에 대한 산림 바이오매스의 

공간분포 추정 결과뿐만 아니라, 오차지도를 

얻을 수 있었다. 최근에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추정치의 불확실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Wang et al.(2009)은 

중국 국가산림조사 표본점을 대상으로 표본점

과 영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원인을 정의

하고 공동 크리깅(point co-kriking)과 블록 

통합시뮬레이션(block co-simulation) 알고리

즘을 통해 산림탄소저장량을 추정하였으며 추

정치의 불확실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량화하

였다. 

(4) 공간이질성을 고려한 환경변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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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에서의 산림바이오매

스 설명변수는 주로 수종, DBH, 수고, 임령 

등 임분(forest stand) 특성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산림 바이오매스는 지역, 임상, 산림 

구조와 교란의 정도 등 환경조건에 따라 다르

다(Brown et al., 1989). 동일한 식생대의 

연속된 산림 내에서도 바이오매스와 순생산량

은 토양수분, 토양염류, 토심, 토성, 토양온도, 

방위, 국소기상, 해발고 등에 따라 다른 것으

로 보고되었다(Kimmins, 1997). 즉, 바이오

매스 밀도의 공간이질성은 산림의 생장에 영

향을 미치는 기후, 토양, 지형적 차이에 기인

하기 때문에(Iverson et al., 1994; Hall et 
al., 2001) 보다 현실에 가까운 바이오매스 

추정을 위해 이러한 환경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GIS 모형이 구축되었다(Iverson et al., 
1994; Brown and Gaston, 1995; Hall et 
al., 2001; Magclae-Macandog et al., 
2006; Ellenwood and Krist, 2007; 

Blackyard et al., 2008). 

Brown and Gaston(1995), Iverson et 
al.(1994))은 고도, 토양, 경사, 강우량 및 통

합 기후지표(integrated climate index)와 같

은 다양한 환경변수를 고려하여 인간 간섭 및 

자연 교란이 배제된 잠재적인 바이오매스 밀

도와 산림황폐화 및 산림전용 등의 인간 활동

이 반영된 현실 바이오매스 밀도를 산출하고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바이오매스 밀도 변화를 

추정하였다. Hall et al.(2001)은 바이오매스

밀도와 기상, 지형 등의 환경변수 및 위성영

상 변수와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즉, 환경변수

만으로 구성된 바이오매스 회귀식, 위성영상 

변수만으로 구성된 바이오매스 회귀식, 두 종

류의 변수 조합으로 구성된 바이오매스 회귀

식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단일변수보다 복

합변수(위성영상변수+환경변수) 사용이 더 

효과적이었다. Magclae-Macandog et 
al.(2006)은 상대생장식(allometric 

equation)을 이용하여 지상부 바이오매스를 

추정한 후 바이오매스의 공간분포를 물리적 

요인(토양형, 경사, 고도)과 기후요인(연강우

량, 농업기후 구역)을 설명변수로 하는 GIS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환경변수를 고려

한 GIS 모형은 환경조건이 상이한 지역의 산

림바이오매스 추정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

용되는 자료의 가용성과 신뢰성에 따라 추정

치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3. 국내연구동향  분석

1) 국내연구동향
국내의 산림탄소저장량 추정 연구는 IPCC 

GPG 2 수준으로 산림기본통계의 임목축적에 

수종별 바이오매스 확장계수와 탄소전환계수

를 곱하여 산림탄소저장량을 추정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최성득, 2004; 권순덕 등, 

2005; 손영모 등, 2007; 황상일 등, 2009; 

산림청, 2009; 김현, 2010; Li, 2011). 이러

한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는 추정의 최소 단위

가 시·군 등 행정구역 단위이기 때문에 행정

구역보다 상세한 규모의 국지적인 공간 분포

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박현주, 2011). 시공간

적인 산림탄소저장량 변화를 공간적으로 명확

하게 추정할 수 있는 IPCC GPG 3 수준의 방

법론을 적용한 국내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

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원격탐사 자료를 활용

한 산림 바이오매스 및 탄소저장량 추정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유럽 등에서 활용빈

도가 높은 k-NN의 국내 적용이 주로 시도되

었으며(임종수 등, 2007; 임종수 등, 2009; 

정재훈 등, 2010; 박동환, 2011) 회귀모형

(이승호 등, 2004; 장안진과 김형태, 2008)

을 이용한 사례가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자

료와 활용 기법에 대한 적용이 시도되고 있는

데 항공사진과 LiDAR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곽두안 등, 2005; 장안진 등, 2006), NFI 

자료와 임상도를 이용한 회귀모형(김은숙 등, 

2011), NFI 자료와 임상도, 위성영상 등 다

양원 자료원을 이용한 회귀크리깅(박현주, 

2011), 그리고 다양한 활용기법간의 비교 연

구(정상영 등, 2009; 김경민 등, 2011)가 수

행된 바 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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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NN

   

(b) 회귀모델

 

(c) 회귀크리깅

FIGURE 3. 3가지 방법론에 의한 산림탄소저장량 지도(김경민 등, 2011)

2) 국내 선행 연구의 한계점 분석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대상지역

이 시군 단위의 소면적이며, 단순림이 많이 

분포하고 지형적으로 평탄한 북유럽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k-NN 알고리즘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형 조건에서의 적용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림 바이오매스는 동일한 천이단계에 

속할지라도 환경조건에 따른 생육 정도의 차

이로 그 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Brown, 

1989) 환경 변수를 고려할 경우 좀 더 현실 

임분에 가까운 탄소저장량을 추정할 수 있으

나(Iverson et al., 1994; Brown et al., 
1995; Hall et al., 2001; Magclae- 

Macandog et al., 2006; Ellenwood and 

Krist, 2007; Blackyard et al., 2008) 국내

에서는 관련 연구가 수행된 바 없다. 

바이오매스는 토지이용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입목에 저장된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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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6개의 토지이용 범주별로 탄소저장량 변

화에 대한 정량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산림탄소저장량 공간모델링에 그치지 

않고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바이오매스의 시공

간적 변화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

행되고 있으나(Brown et al., 1994; Iverson 

et al., 1994; Brown et al., 1995; FAO, 

2004)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결  론

IPCC GPG 수준 3에 근거하여 공간적으로 

명확한 산림탄소저장량을 추정하게 되면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산

림탄소저장량 추정은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

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공간정보와 

기법을 활용한 과거 연구들에 대한 요약과 리

뷰는 추정 결과를 보다 개선시키는데 주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주요국의 관련 연구 동향

은 현재까지의 방법론이 원격탐사, GIS, 지구

통계 및 환경변수 모델링 등 크게 4가지의 범

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가지 방법론의 장단점을 요약하면 첫째, 

NFI 자료와 원격탐사자료 결합의 경우 접근 

불능지역에 대한 산림탄소저장량 추정이 가능

하며 다시기 영상을 이용한 변화량 분석 자료

는 산림의 탄소배출 및 흡수 기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원이 된다. 그러나 영상의 종

류와 시기에 따라 분광 반사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산림탄소저장량 추정 회귀 모

델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둘째, NFI 자료와 

임상도 결합의 경우 기구축된 임상도 등을 이

용하기 때문에 현지 조사에 의한 바이오매스 

추정치를 대면적으로 업스케일링(upsacling)

하기에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임상도 

제작 주기가 길 경우 단기간의 산림피복 변화

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임상도 

품질의 불확실성이 산출물의 품질에 많은 영

향을 미친다. 셋째, 지구통계를 이용한 방법은 

위성 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보조 자료와 현지 

조사 자료간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

서 산림바이오매스의 국지적 공간변이를 고려

한 모델링이 가능하여 정확도 향상에 유리하

다. 그러나 보조 자료의 품질에 따라 결과물

의 정확도가 큰 영향을 받으며, 자료 분석량

이 많아 대면적 적용 시 소요 시간이 길어진

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변수 모델

링은 산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토

양, 지형적 차이를 고려함으로서 환경 조건이 

상이한 지역의 산림바이오매스 추정에 효과적

일 수 있지만 사용되는 자료의 가용성과 신뢰

성에 따라 추정치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방법론의 장단점을 고려해볼 때 우

선적으로 국내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

은 임상도를 활용한 방법이다. 즉, 전국 규모

의 동일한 기준으로 제작된 임상도를 활용함

으로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치 않아 유리하며 

1970년대부터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와 함께 

지속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측면에서 산림탄소

저장량 모니터링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영급, 경급, 소밀도 등과 같은 

주요 속성이 범주형이므로 정확도 향상에 한

계가 있으며 산림탄소저장량 추정에 필요한 

수고 정보가 임상도에는 없기 때문에 별도의 

수고 추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

히, 공간이질성과 복잡한 수종 구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산림 환경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

도록 산림 생장과 관련된 환경 변수와 임상도 

변수를 함께 고려한 회귀크리깅을 적용할 경

우 산림탄소저장량 추정의 정확도 개선에 많

은 진전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

러, 고해상도 영상의 활용은 산림탄소저장량 

추정치에 대한 검증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

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사업 적지 선정 등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상 지역과 산림탄소저

장량 추정 목적에 적합한 공간 자료와 알고리

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정확도 

뿐만 아니라 자료 보유 현황, 갱신 주기, 자료 

품질, 비용, 산림 환경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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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산림 환경에 

적합한 방법론의 선정을 위해 방법론 간의 비

교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림에 적합한 산림탄소저장량 추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4가지 방법론에 기반한 

산림탄소지도를 제작하고 정확도를 비교 평가

하여 각 방법론의 장점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주

1)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지식경제부 

블로그)

2) 줄기, 그루터기, 가지, 나무 껍질, 종자, 잎 

등을 포함하는 지표(토양) 위의 모든 살아

있는 바이오매스(IPCC, 2003)

3) 胸高直徑(diameter of breast height). 가

슴 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의 직경. 우리나

라는 지상으로부터 1.2m 높이에서 측정하

고 서구에서는 보통 1.3m 높이를 기준으

로 하고 있다(산림청, 2001).

4) 樹高(tree height). 나무높이(산림청, 2001) 

5) 樹幹材積(stem volume). 수간축을 중심으

로 하여 수간곡선을 1회전했을 때 만들어

지는 회전체의 부피(산림청, 2001)

6) 어떤 함수 목재의 단위 용적당 전건중량

(oven-dry weight)(정희석, 2005)

7)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확된 목재의 부피 

즉, 임목축적으로부터 가지, 잎 등을 포함

한 전체 입목바이오매스로 확장하는 계수

(IPCC, 2003)

8) 바이오매스를 탄소로 전환하는 계수(손영

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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