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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the demands of accurate forest carbon stock estimation and mapping are
increasing in Kore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easibility of two methods, k-Nearest Neighbor (kNN)
and Regression Tree Analysis (RTA), for carbon stock estimation of pilot areas, Gongju and Sejong cities.
The 3rd and 5th ~ 6th NFI data were collected together with Landsat TM acquired in 1992, 2010 and
Aster in 2009. Additionally, various vegetation indices and tasseled cap transformation were created for
better estimation. Comparison between two methods was conducted by evaluating carbon statistics and
visualizing carbon distributions on the map. The comparisons indicated clear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wo methods: kNN method has produced more consistent estimates regardless of types of satellite
images, but its carbon maps were somewhat smooth to represent the dense carbon areas, particularly for
Aster 2009 case. Meanwhile, RTA method has produced better performance on mean bias results and
representation of dense carbon areas, but they were more subject to types of satellite images, representing
high variability in spatial patterns of carbon maps. Finally, in order to identify the increases in carbon
stock of study area, we created the difference maps by subtracting the 1992 carbon map from the 2009
and 2010 carbon maps. Consequently, it was found that the total carbon stock in Gongju and Sejong cities
was drastically increased during tha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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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 및 이상기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20세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

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교토 프로토

콜에서 탄소거래제도 도입이 현실화됨에 따라 각국에

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Coomes et al. 2008), 산림이 지니고 있는 자

연정화능력에 주목하고 있다(Labrecque et al. 2006). 탄

소거래제도에 협의된 국가들은 산림화 작업을 통해 탄

소배출량에 대한 감소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러

한 산림탄소저장량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정확히 파악

하고자 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Muukkonen 2006;

Goodenough et al. 2000; Santilli et al. 2005). 하지만, 기존

직접측량 방식을 통해 산림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

터링하는 것은 시간과 인력의 한계가 있으며,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성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가 각

광을 받고 있다(Hyyppä et al. 2000). 원격탐사를 통한 산

림 모니터링의 장점은 첫째 방문 주기가 짧고, 둘째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셋째 미조사 지점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고, 넷째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Muukkonen

2006; Heo et al. 2006a).

하지만, 원격탐사를 이용한 추정에 앞서 대상지역의

산림특성과 위성영상자료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Kim et al. 2012). 따라서 원격탐사를 이용

한 추정모형은 반드시 현장자료가 수반되어야 하며

(Tomppo et al. 2008, Gonzalez et al. 2010), IPCC Good

Practice Guidance(GPG) 에서도 원격탐사를 통한 지상부

산림바이오매스 및 탄소량을 추정함에 있어 정확한 현

장자료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Penman et al. 2003).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1973년부터 국가산림자원조사

National Forest Inventory(NFI) 자료 구축을 통해 전국 약

4,000개 표본점에 대한 산림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원격탐사를 이용한 산림정보 추정에 있어 매우 유용한

기반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한편, 산림량 추정 방법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k-

Nearest Neighbor(kNN), artificial neutral network, Regression

Tree Analysis(RTA), biomass from cluster labeling using

structure and type, direct radiometric relationships, land cover

classification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어 왔으며

(Luther et al. 2006; Labrecque et al. 2006; Lu 2006), 그 중

에서도 kNN 및 회귀분석에 기반한 연구 빈도가 매우 높

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Cho et al. 2011). 한국에서도

주기적이고 정확한 산림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원격탐

사 기반의 kNN 및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발

표된 바 있으나(Yoo et al. 2011; Yim et al. 2009; Chung

et al. 2009; Jung et al. 2010), 대부분 위성영상자료 및 현

장자료가 Landsat 영상과 5차 NFI 에 한정되어 있는 상

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kNN 알고리즘과 더불어 여러 회귀분

석기법 중 비선형분석에 적합한 RTA 알고리즘을 비교

하고, 공주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약 20년 동안의 산림

탄소저장량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성

영상으로는각각 1992년과 2010년에취득한Landsat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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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주기적이고 정확한 산림바이오매스 탄소저장량 추정에 대한 필요성이 한국에서도 점차 증가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Nearest Neighbor (kNN) 및 Regression Tree Analysis (RTA)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공주 및 세종시를 대상으로 한 탄소량 변화 탐지를 통해 그 효용성을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다.

현장 자료로는 제 3차 및 제 5, 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위성영상자료는 1992년, 2010

년에 취득된 Landsat TM과 2009년에 취득된 Aster 영상을 이용하였다. 또한, 추정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 각 영상으로부터 다양한 식생지수를 생성하였다. 두 방법론의 비교를 위해 RMSE 및 평균편의(mean

bias)를 포함한 각종 탄소통계량을 계산하였으며, 대상지역에 대한 탄소분포지도를 생성하고 비교를 수행하

였다. 그 결과, kNN 알고리즘은 영상에 상관없이 보다 안정적인 추정결과를 나타낸 반면, 스무딩 효과로 인

해 탄소의 공간분포가 뚜렷하지 않은 단점이 발견되었다. RTA의 경우 평균편의 결과 및 탄소의 공간분포가

명확히 나타나는 장점이 있으나, 위성영상에 따라 탄소추정량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최종적으로 2009

년 및 2010년 탄소지도에서 1992년 탄소지도를 차분한 탄소차분지도를 생성을 통해 공주시 및 세종시 지역

의 산림 탄소저장량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과 2009년도에 취득한 Aster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현장

자료로는 1990~1991년 사이에 구축된 3차NFI 자료와

2007~2011년 구축된 5, 6차NFI 자료를 이용하였다. 탄

소량 추정 이후 정확도 검증에는 Root Mean Square Error

(RMSE)와 평균편의(mean bias)를 계산하였으며, 대상

지역의 산림탄소분포를 공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탄소지도를 생성하였다. 최종적으로 1992년과 2009,

2010년 사이 공주시 및 세종시의 산림 탄소저장량의 공

간분포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탄소차

분지도(difference map)를 생성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량을 추정하기 위해 총 네 단

계의 과정을 구성하여, 첫째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둘

째 위성영상 및 추정기법에 따른 테스트 그룹 분류 및 추

정, 셋째 탄소량 추정 및 정확도 분석, 넷째 탄소지도 및

차분지도를 통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의 Fig. 1

은 본 연구의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1) 연구대상지역

본 연구에서는 도심 및 그 주변지역의 산림탄소저장

량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공받

은NFI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주 및 세종시를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Fig. 2). 두 도시는 경도 126°53’

~127°25’, 위도 36°17’~36°43’ 사이에 서로 인접하여 위

치하고 있다. 공주시 평균 기온은 겨울에 최저 1 °C, 여름

에최고 23.3 °C 의대륙성기후를나타내고있으며, 연평

균 강수량은 1,374 mm이다. 세종시는 2012년 특별자치

시로 선정되었으며, 아직까지 공식적인 기후 정보는 제

공되고 있지 않으나 공주시와 인접해 있으므로 서로 비

슷한 기후 특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두 연구 대상지

역은 북쪽으로 명성산과 남쪽으로 계룡산에 인접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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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flow chart.



으며, 그 외 지역은 고도 200에서 300 미터 미만의 낮은

구릉 지대를 이루고 있다. 1992년 당시 두 지역의 총 산

림 면적은 76,943 ha이나 2010년에는 72,377 ha 로 감소

하였다.

2) 연구자료

(1) NFI 자료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전국적으로 4,000 개 고정표

본점을대상으로산림조사를실시해왔으며, 5년에한번

씩 갱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0~1991년에 걸쳐

구축된 3차NFI 자료와 2007~2011년 사이에 구축된 제

5, 6차 NFI 자료를 제공받아 현장자료로 사용하였다.

Fig. 3(a)와 같이 3차NFI자료는 비균일적으로 취득된 데

반해 Fig. 3(b)의 5, 6차 자료는 4 km의 일정한 간격으로

취득되었다. 각 표본점은 16 m의 반지름을 가진 0.08 ha

크기의 4개의 부표본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3c),

본 연구에서는 3차NFI 자료에서 43 표본점 (147개 부표

본점) 그리고 5, 6차 자료에서는 47개의 표본점 (144개

부표본점) 자료를 활용하였다. 각 부표본점은 흉고직경

및 수고 등에서 추정된 산림바이오매스 정보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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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udy area (Gongju and Sejong cities).

Fig. 3. Distribution of NFI plots: (a) 3rd NFI data; (b) 5th and 6th NFI data; (c) geometry of a NFI plot.



고 있으며, 탄소량은 기존 바이오매스 정보에 확장계수

0.5를 곱하여 생성하였다(Kim 2012; Heo et al. 2008;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09).

(2) 원격탐사자료

원격탐사 자료로는 1992년 5월 및 2010년 10월에 취

득된 두 Landsat TM 영상이, 그리고 2009년 4월에 취득

된 한 장의 Aster 영상이 사용되었다. Landsat 2010 영상

은 0.25 m 해상도의 2010년 항공정사영상을 이용해 기

하보정을수행하였으며, Landsat 1992 및Aster 2009 영상

은 Landsat 2010영상을 기준으로 상호기하보정을 수행

하였다. 두 Landsat TM은 전처리 과정으로 방사 및 반사

보정을 수행하였고(Chander and Markham 2003), Aster

영상은 land processes distributed active archive center을 통

해 반사 보정이 수행된 영상을 취득하였다. 추가적으로

경사가 가파른 산악지역의 지형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Lambertian reflectance model(Colby 1991)을 적용하였으

며, 비산림 지역의 분류에는 ISODATA method(Tou and

Gonzalez 1974)를 이용하였다.

(3) 최적 위성변수선정

원격탐사를 이용한 추정은 식생정보와 위성영상의

분광값이 서로 상관성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Ripple et al. 1991; Gemmell 1995; Brockhaus and Khorram

1992; Roy and Ravan 1996), 추정정확도를향상시키기위

해 다양한 식생지수가 개발되었다(Lu et al. 2004). 본 연

구에서는 Landsat 영상으로부터 보다 정확한 산림지수

추정을 목적으로 13개의 식생지수를 추가적으로 생성

하였으며 , Aster VNIR 영상으로부터도 9개의 식생변수

를 추가적으로 생성하였다 .

하지만 모든 식생지수가 반드시 식생정보와 좋은 상

관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Tomppo and Halme 2004),

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위성영상의 식생지수가 서로 다

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효율

적이고 정확한 추정을 위해 여러 식생지수 가운데 최적

화된 변수만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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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satellite variables and their correlation coefficients
Landsat Aster

Variable
Correlation
Year 1992

Correlation
Year 2010 Reference Variable Correlation

Aster 2009 Reference
r p r p r p

Original
bands

TM1 -0.200 0.007 -0.229 0.003 ————— Band 1 -0.240 0.002 ——————
TM2 -0.214 0.004 -0.191 0.015 ————— Band 2 -0.342 0.000 ——————
TM3 -0.196 0.008 -0.216 0.006 ————— Band 3 0.138 0.079 ——————
TM4 -0.062 0.409 0.082 0.296 —————
TM5 -0.309 0.000 -0.159 0.043 —————
TM7 -0.266 0.000 -0.215 0.006 —————

Simple
ratios and
Vegetation

indices

TM4/3 0.115 0.123 0.209 0.007 DVI 0.250 0.001 Tucker (1979)
TM5/3 -0.309 0.000 -0.082 0.300

Lu et al. (2004)

SR 0.282 0.000 McVey (1968)
TM5/4 -0.305 0.000 -0.313 0.000 NDVI 0.337 0.000 Rouse et al. (1974)
TM5/7 0.191 0.010 0.203 0.009 RDVI 0.293 0.000 Roujean and Breon (1995)
TM7/2 -0.290 0.000 -0.194 0.013 GEMI 0.247 0.001 Pinty and Verstraete (1992)
TM7/4 -0.245 0.001 -0.307 0.000 SAVI 0.337 0.000 Huete (1988)
NDVI 0.116 0.121 0.210 0.007 Huete et al. (2002) OSAVI 0.336 0.000 Rondeaux, Steven and Baret (1996)
NDWI 0.334 0.000 0.329 0.000 Gao (1996) SAVI2 0.286 0.000 Major, Baret and Guyot (1990)
SAVI 0.044 0.557 0.164 0.036 Huete (1988) MSAVI2 0.364 0.000 Qi et al. (1994)
EVI -0.275 0.000 -0.219 0.005 Huete et al. (1997)

Tasseled
Cap

Brightness -0.242 0.001 -0.107 0.175
Crist and Kauth (1986)Greenness 0.051 0.500 0.186 0.017

Wetness 0.313 0.000 0.222 0.004



는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통해 부표본

점에 대한 식생정보(탄소량)와 각 식생지수 사이의 상관

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Fuchs et al. 2009). Table 1에서 r

은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을, p 는 95% 유의확률 내에서의

적합도(p-value)를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Table 1 결

과를 기반으로 상위 5개의 변수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탄소량 추정에 활용하였다.

3) 탄소량 추정방법

(1) 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

k-Nearest Neighbor(kNN) 알고리즘은 미조사지점으

로부터 가장 가까운 k 개의 표본점을 참조점으로 선택하

여 미조사 지점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의 거

리계산은 다음의 수식 (1)과 같은 유클라디안 공식을 이

용하였다(Franco-Lopez, Ek and Bauer 2001).

                          dt,r =    (xi,t _ xi,r)2                           (1)

여기서 dt,r 은 모든 표본점과 미조사지점의 분광거리

합을, xi,t 는 i번째 밴드에서 미조사지점의 분광값, xi,r 은

표본점의분광값, m은총밴드숫자를나타낸다. 각표본

점의 가중치는 다음의 수식 (2)와 같이 거리제곱의 역산

에 의해 계산된다

                           Wt,r = /                            (2)

여기서 j =1, 2, …, r, k는 가장 가까운 참조점(nearest

neighbors)의숫자를나타낸다(Fazakas, Nilsson and Olsson

1999, Tomppo, Goulding and Katila 1999). 최종적으로 미

조사지점의 탄소량은 다음의 수식(3)과 같이 수식(2)의

가중치와 참조점의 탄소량을 곱하여 계산된다.

                             ŷt = (wt,r × yr)                               (3)

수식 (3)에서 ŷt 는 미조사 지점의 추정된 탄소량을, yr

은 k 번째 현장자료의 탄소량을 나타낸다(Gjertsen 2007,

Labrecque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최적 k를 선택하기

위해 k를 1에서 20으로 증가시키며 RMSE 변화를 비교

해본결과, k =10 이후로는RMSE가거의수렴하는경향

을 나타내었다. 또한, 지나치게 큰 k값은 계산량을 증가

시키고, 추정값이 평균으로 수렴하는 단점을 가지므로

(Fuchs et al. 2009, Reese et al. 2003, Katila and Tomppo

2001) 최종적으로 k=10을 최적값으로 선택하였다.

(2) Regression Tree Analysis 알고리즘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의 개수가 많을

경우 기존의 단순한 선형회귀분석방법에 의한 자료 분

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Regression Tree Analysis

(RTA)는 비선형분석을 위하여 이진반복 배분과정

(binary recursive partitioning process)을 통해 주어진 표본

자료를 특정 분할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최종 노드에 대

해 별도의 회귀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때, 이진반

복 배분과정은 부모노드에서 조건에 따라 두 개의 자식

노드로 이분류하는 과정을 나무구조에 기초하여 반복

수행하는 것을 뜻하며, 각 자식노드에 단 한 개의 표본자

료만 존재하거나 모든 관측자료가 예측 변수와 동일한

분포를 가질 때, 혹은 사용자가 선정한 최대 나무구조의

범위를 만족할 경우 분류가 정지하게 된다(Kim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RTA 분석을 위해Cubist(Rulequest

2012)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으며, 최종 자식 노드에 대

한 추정모형으로는 다음의 수식 (4)와 같은 다중회귀분

석식이 사용되었다.

                C = W1 S1 + W2 S2 + … + Wn Sn                 (4)

여기서 C는종속변수인탄소추정량을, Sn 은 n번째독

립변수인식생지수의분광값을, Wn 은각분광값에해당

하는 회귀계수(가중치)를 나타낸다.

(3) 10-fold cross validation

10-fold cross validation은 전체의 표본자료를 10개로

나누고 이중 9개를 추정모형 생성을 위한 훈련자료로,

나머지 1개를 검증자료로 사용하여 추정오차를 구하는

과정을 10번 반복한 뒤, 최종적으로 평균오차계산을 통

해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Homer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kNN과 RTA 모형의 적합성을 판

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정오차를 계산하기 위한

RMSE(수식 5)와, 실측치 대비 과대 혹은 과소 추정 정도

를판단하는평균편의(mean bias)(수식 6) 를계산하였다.

                     RMSE =     ( ŷi _ yi)2                      (5)

                     mean bias = ( ŷi _ yi)                      (6)

여기서 ŷi 은 i 번째 표본점에 대한 추정값을, yi 은 표본

점의 탄소량을, n은 전체 부표본점의 숫자를 나타낸다

m

Σ
i = 1

k

Σ
j = 1

1
d2
t,r

1
d2
t,j

k

Σ
j = 1

1
n

1
n

n

Σ
j = 1

n

Σ
j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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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opainen et al. 2010, Chung et al. 2009). 추가적으로탄

소총량이 다른 두 결과치의 상대적인 비교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및 평균편의%를 계산하

였다.

                     RMSE% = × 100                       (7)

               mean bias% =  × 100                (8)

위 수식에서
_
y는 표본점 탄소량의 평균을 나타낸다

(Holopainen et al. 2010).

3. 실험결과 및 분석

Table 2는 kNN 및 RTA 알고리즘으로부터 추정된

Landsat 1992, Landsat 2010, Aster 2009 영상의 탄소통계

추정량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2로부터 Landsat 1992 의

RMSE가 Landsat 2010 및 Aster 2009 의 RMSE보다 훨씬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약 20년 동안 해당 지

역의 산림바이오매스 총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상대적인 정확도를 비교

할 수 있는 RMSE% 를 확인하여야 한다. kNN 알고리즘

과 Landsat 1992 영상으로부터 추정된 RMSE% 값은

67.9 %로 Landsat 2010의 45.6 %와 Aster 2009의 49.6 %

보다 훨씬 큰 오차를 나타내었으며, RTA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과거 1990~1991년 사이

에 구축된 3차NFI 자료의 불균질한 배치와 표본오차 때

문으로 판단되며, 특히GPS 부재로 인한 위치오차의 영

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Jung et al. 2013). 두 추정방법

의 RMSE% 비교에 있어서는 Landsat 1992 및 Landsat

2010 자료를 사용할 때 kNN 알고리즘이 RTA알고리즘

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Aster 2009자료를 사용

했을 때는 반대로 RTA가 좋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반

면 평균편의% 비교에서는 kNN의 경우 전체적으로 실

측치에 비해 약 2% 이상의 과소 추정된 결과가 나타났

으나, RTA경우 거의 모든 결과에서 0 %에 가까운 오차

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불편추정치를 계산하는 회귀분

석에 기반한 RTA의 장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Huang 2006). 반 면 Landsat 1992 및 Landsat 2010

maximum 및 minimum 추정치에 있어서 RTA는 극단적

으로 크고 작은 값을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회귀분석에

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overfitting 문제에 의한 것으로

(Fuchs et al. 2009, Prasad, Iverson and Liaw 2006), 본 연구

에서 RTA 적용 시 음수 혹은 표본점의 최대탄소량보다

큰 값은 추정에서 배제하였다. 한편 두 Landsat 결과에서

는 극단적으로 크고 작은 추정값을 나타냈던 RTA 알고

리즘이지만 , Aster 2009에서는 1.0 tonC/ha에서 84.0

tonC/ha의 좁은 추정범위를 나타내어 입력영상자료에

따라큰편차를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두 kNN 및RTA

알고리즘으로부터 추정된 공주 및 세종시 탄소총량은

1992년 약 1.2백만 tonC로 비슷했으며, 2009~2010년에

는 3.5백만 tonC에서 3.7백만 tonC 사이로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RTA 에서 과대 혹은 과소 추정

된 지역이 전체 추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 다른 한 편으로 총 탄소량의 증가는 해

당 지역의 도심화에도 불구하고 산림보존 상태가 비교

적 양호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Fig. 4는 공주 및 세종시의 탄소분포지도를 나

타내고 있다. 해당지도는 단위면적당 탄소량증가를 붉

은색에서 푸른색의 색상변화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

으며, 탄소총량이 작은 Landsat 1992의 경우 5.0 tonC/ha

간격으로, 탄소총량이 큰 Landsat 2010 및 Aster 2009 의

RMSE_
y

mean bias_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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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orest carbon statistic of study area (unit: tonC/ha for RMSE, Mean bias, Min, Max, Mean; percent for RMSE% and Mean
bias%; tonC for Total carbon)

Satellite data Algorithm RMSE RMSE% Mean bias Mean bias% Min Max Mean Total carbon

Landsat 1992
kNN 11.5 67.9 -0.4 -2.1 2.7 64.3 15.5 1191208.3
RTA 12.7 75.2 0.0 0.0 10.0 64.3 16.5 1248932.2

Landsat 2010
kNN 24.8 45.6 -1.4 -2.5 0.9 136.4 51.5 3729287.7
RTA 25.2 46.4 0.0 0.0 1.0 140.7 46.4 3630304.9

Aster 2009
kNN 27.0 49.6 -1.3 -2.4 3.3 131.4 48.9 3536909.6
RTA 26.7 49.1 0.0 0.0 1.0 84.0 51.4 3719046.0



경우 15.0 tonC/ha 간격으로 등급을 설정하였다. 단, 두

Landsat 1992결과의 경우만(Fig. 4a 및 Fig. 4b) 첫번째 등

급을 10.0 tonC/ha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RTA에서 10.0

tonC/ha 미만의 값이 추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타

비 산림지역의 추정값은 0으로 설정하고 지도에서 흰색

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산림의 임상 및 수종

에 따른 구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Landsat 1992를 대상으로 한 두 방법론의 비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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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arbon maps of Gongju and Sejong cities derived from: (a) kNN and (b) RTA method with Landsat 1992; (c) kNN and (d) RTA
method with Landsat 2010; and (e) kNN and (f) RTA method with Aster 2009.



서는대체적으로RTA(Fig. 4b)에서 20 tonC/ha이상의고

밀도 추정지역이 다수 발견되는 가운데, 30 tonC/ha 이

상의 초고밀도 탄소지역은 두 추정결과 모두 공주시 남

동쪽 계룡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1968년부

터 계룡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산림보존이 양호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Landsat 1992년 결과에 비해

Landsat 2010 탄소지도의 경우 kNN(Fig. 4c) 및 RTA(Fig.

4d) 결과 모두 약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산림 탄소 저장

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RTA 탄소지

도(Fig. 4d)의 경우 계룡산 부근의 탄소량 증가와 더불어

공주시 북서쪽에 있는 명성산 부근의 탄소량 역시 급격

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kNN(Fig. 4c)의

경우 스무딩 효과로 인해 전체적으로 고밀도 탄소 지역

이 흐릿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스무

딩 효과는 Aster 2009 탄소지도(Fig. 4e)에서 보다 심각하

게 나타났다. 반면 Aster 2009(Fig. 4f)의 RTA 탄소지도에

서는 Landsat 2010(Fig. 4d)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뚜렷하

게고밀도탄소지역의구별이가능했다. 다만, 명성산을

중심으로 고밀도 탄소지역의 공간분포에 있어서는

Landsat 2010(Fig. 4d)의 패턴과 Aster 2009(Fig. 4f) 의 패

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도심이 성장함에 따라 그 주변 산림에서도 지속

적인 변화가 일어나므로, 이러한 도심 주변의 탄소저장

량 변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Myeong et al. 2006). Fig. 5는 지난 1992년과 2009, 2010

년 사이 공주 및 세종시를 대상으로 탄소추정량 변화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5(a)와 Fig. 5(b)는 각

각 kNN 및 RTA알고리즘으로 추정된 Landsat 2010 탄소

지도에서 Landsat 1992년 탄소지도를 차분하여 생성한

것이며, Fig. 5(c)와 Fig. 5(d)는 각각 kNN 및 RTA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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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arbon stock changes between: Landsat 2010 and Landsat 1992 carbon maps estimated by (a) kNN and (b) RTA method;
Aster 2009 and Landsat 1992 carbon maps estimated by (c) kNN and (d) RTA method.



된 Aster 2009 탄소지도에서 Landsat 1992년 탄소지도를

차분하여 생성한 것이다. 그림 상에서 주황색 이상 푸른

색 등급의 지역은 탄소량 증가를, 붉은색 등급의 지역은

탄소량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Aster 2009 탄소지도

로부터 Landsat 1992 탄소지도를 차분하기 위해 Landsat

1992 탄소지도를 15 m by 15 m 해상도로 최근린기법을

이용하여 리샘플링하였다.

Fig. 5의 네 차분지도 모두 전체적으로 탄소저장량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가운데 탄소량이 감소한 붉은색

지역은 Fig. 5(a)의 3.2 %를 제외하고 3 % 이내로 판명되

었다. 추정방법론 별로는 두 kNN 차분지도에서 Landsat

2010 - Landsat 1992(Fig. 5a)의 탄소변화가 Aster 2009 -

Landsat 1992(Fig. 5c) 보다조금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의 시간 변화 동안 탄소량

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이때의 총 탄소량 차이

는약 0.2백만 tonC 으로계산되었다(Table 2). 반면, RTA

차분지도의 경우 2009년 및 2010년 사이에 총 탄소량이

오히려 0.1 백만 tonC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Table 2), Landsat 2010 - Landsat 1992 (Fig. 5b) 의 경우

명성산 및 계룡산 일대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발견된 탄

소량 증가가 Aster 2009 - Landsat 1992 (Fig. 5d) 차분지

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등급별 탄소량 차이

가 kNN 차분 지도의 경우 크지 않은 반면 (Fig. 5a 및 Fig.

5c), RTA차분지도의 경우 30~45 tonC/ha등급의 비율이

Landsat 2010 - Landsat 1992 (Fig. 5b)의 경우 39.8 %인

데 반해, Aster 2009 - Landsat 1992 (Fig. 5d)의 경우

64.3 %로 나타나 위성영상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공주시 및 세종시를 대상으로 지상부

산림바이오매스 탄소저장량의 변화를 추정함에 있어서

kNN 및 RTA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RMSE와 평균편의를 포함한 각종 탄소통계

량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였으며, 이후 탄소지도 생성을

통한 육안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1992년과 2010년 사

이의 탄소분포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차분지도를 생성하였다. 분석결과 RTA의 경우 평균편

의가 작고, 탄소의 공간적 분포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

었던 반면, 위성영상의 종류에 따라 탄소의 추정량 및 공

간적분포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kNN 알고리즘은

상대적으로 입력자료 변화에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반면, 스무딩 효과로 뚜렷한 공간분포를 파악하는 데 있

어 어려움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추정된 공주시 및 세종

시의탄소분포변화에있어두지역모두약 20년의기간

동안 탄소저장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나, 계룡산을 제외한 기타 고밀도 탄소지역의 공간분포

는 결과에 따라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산림의 임상 혹은 수종 구분에

따른 결과를 추정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두 종류의 위성

영상에 제한된 연구결과로 kNN및 RTA의 효용성을 결

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 및 위성영상을 대상

으로 한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두 추정방법론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 집

중한 반면, 향후 연구에서는 각 방법론에서 서로 다른 결

과가 나오게 된 원인 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지역의 조건

에 따른 최적 알고리즘 선택 및 개선된 결과를 제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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