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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35년생 잣나무림을 대상으로 수관층 연료량을 추정하기 위한 상대생장식을 개

발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홍천군, 정선군 국유림 내 잣나무 조림지를 대상으로 총 24본의 표본목을

벌채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관연료량 추정을 위해 수간, 잎, 가지로 분류하여 중량을 측정하였으며, 가지는 고사

여부와 직경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구분하였다. 각 부위별 수관층 연료량을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위는

잎(16.6 kg, 34.7%)으로 나타났으며, 2~4 cm 가지(9.0 kg, 18.9%), 1~2 cm 가지(6.6 kg, 13.8%), 0.5 cm 이하 가지(5.1 kg,

10.6%), 0.5~1 cm 가지(4.9 kg, 10.3%), 고사 가지(3.2 kg, 6.8%), 4 cm 이상 가지(2.4 kg, 4.9%)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

분의 수관 부위에서 lnWt = β
0
+ β

1
lnD 식이 조정결정계수가 가장 높고( = 0.6021~0.9742) 표준추정오차가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S.E.E. = 0.2018~0.7271). 한편, 수관화 확산 시 연소가능한 수관연료(잎과 직경 1 cm 이하 가지)의

비율은 총 수관에서 55.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llometric equations for the estimation of crown fuel

biomass of Pinus koraiensis in Korea. A total of twenty four representative sample trees were destructively

sampled in Gapyeong, Hongcheon, and Jeongseon. Crown fuels were weighed separately for each fuel category

by size class and by living and dea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needles contributed the largest

biomass (16.6 kg, 34.7%), followed by live branches with size ranging from 2~4 cm (9.0 kg, 18.9%), 1~2 cm

(6.6 kg, 13.8%), <0.5 cm (5.1 kg, 10.6%), 0.5~1 cm (4.9 kg, 10.3%), and dead branches (3.2 kg, 6.8%), while the

live branches with 4 cm (2.4 kg, 4.9%) as the lowest. The 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values were the

highest ( = 0.6021~9742) and standard error of estimate were the lowest (S.E.E.=0.2018~0.7271) in

allometric equation lnWt = β
0
+β

1
lnD. The available fuels that are consumed during crown fires (i.e., needles and

twigs with diameter less than 1 cm) comprised 55.6% of the total crown fuel biomass.

Key words: Pinus koraiensis, allometric equation, biomass, crown fuel biomass

서 론

우리나라는 녹화 사업의 성공으로 전체 국토 면적의 약

63.7%(6,369천ha)의 산림을 보유하게 되었다(Korea Forest

Service, 2013). 그러나 적절한 산림 관리를 이행하지 않아

산림 내 낙엽 퇴적량이 증가하였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낙엽층이 건조됨에 따라 산불 발

생 시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Lee et

al., 2009; Kwak et al., 2010; Kim et al., 2013). 특히 침

엽수림의 수관층은 정유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산불

이 수관화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Lee et al., 2010).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 산불은 수관화의 형태

로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침엽수림에서 큰 피해를 야기 시

킨 바 있다(Kim et al., 2011a). 따라서 침엽수를 대상으로

산불이 지표화에서 수관화로 전이되는 방식과 더불어 수

관화 확산 방식을 구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는 수관층 연료 분석을 통한 수관화 잠재 위험성 평가 기

법을 마련하여야 한다(Koo et al., 2010; Kim et al.,

2012). 수관화 잠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연료특성 연구

는 수관연료밀도(Canopy bulk density), 수관층 수분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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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py moisture content), 지표면에서 수관층까지의 높이

(Canopy base height)를 추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Sando and Wick, 1972; Reinhardt et al., 2000;

Mitsopoulos and Dimitrakopoulos, 2007; Kucuk et al.,

2008), 이러한 연구들은 수관층을 세밀하게(Needles, <1/4

inch 가지, 1/4 inch~1 inch 가지, 1 inch~3 inch 가지,

>3 inch 가지) 분류하여 연료량을 파악하므로, 주로 표본

목 벌채를 통해 상대생장식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다

(Mitsopoulos and Dimitrakopoulos, 2007; Kucuk et al.,

2008; Lee et al., 2010).

상대생장식은 흉고직경과 수고 등 산림조사 자료를 이

용하여 쉽게 바이오매스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널리 활용

되어 왔으며, 국내의 경우 산림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

축하기 위하여 주요수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바 있

다(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0). 그러나 국내에

서 개발된 바이오매스 상대생장식은 수관층을 잎과 가지

로 나누어 추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관화 잠재 위험

성 평가를 위한 분석에 활용되기에는 분류 방법이 매우

단순하다. 따라서 최근 대형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종을

대상으로 수관층을 세밀히 구분한(Needles, <0.5 cm 가지,

0.5~1 cm 가지, 1~2 cm 가지, 2~4 cm 가지, >4 cm 가지)

상대생장식이 개발되고 있다(Lee et al., 2010; Jang et al.,

2011; Kim et al., 2011b; Kim et al., 2012). 그러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됨에 따라 아직까지 소나무 수종에 국

한되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외 침엽수종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잣나무는 온대 북부 지역에서 천연적으로 자생하는 수

종으로써(Mirov, 1967), 1960년대 이래 산림녹화를 위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식재된 2대 조림수종이다(Kwon and

Lee, 2006). 현재까지 약 214천ha의 산림면적에 조림되었

으며, 우리나라 침엽수 중에서 소나무(1,476천ha), 일본잎

갈나무(462천ha), 리기다소나무(409천ha) 다음으로 많은

분포면적을 차지하고 있다(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1). 잣나무는 경기도 가평군에 약 9.1%, 강원도 홍천군

에 약 10.2%가 분포하고 있고(Korea Forest Service, 2013),

수관층 잎의 분포가 조밀하여 산불 발생 시 수관화로 인

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홍천군, 정선

군 35년생 잣나무림을 대상으로 수관화 확산 예측에 관련

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관층의 잎과 가지에 대

한 상대생장식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연구 대상지는 경기도 가평군 상면 대보리(N 37o 47'

49.6", E 127o 24' 02.3"),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N 37o 48' 53.5", E 127o 53' 33.0"), 강원도 정선군 신동

읍 조동리(N 37o 12' 25.7", E 128o 41' 35.4") 일대 국유

림 잣나무 조림지로 선정하였다. Table 1은 연구대상지 잣

나무림 기술 통계값을 정리한 내용이다. 35년생 잣나무림

의 임분밀도는 평균 650 tree/ha이었으며, 흉고직경은 최

소 6.1 cm, 최대 38.9 cm, 평균 22.8 cm이었다. 평균 수고

는 15.3 m이었으며, 평균 지하고 6.3 m, 평균 수관길이

7.9 m이었다.

2. 자료수집

잣나무림의 생장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 m × 20 m

크기의 표준지를 지역별로 1 plot씩 조사하였다. 조사항목

은 평균 임령, 흉고직경, 수고, 지하고 등이며, 흉고직경은

조사지 내 6 cm 이상의 개체목을 모두 조사하였고, 수고는

VertexIV 측고기를 이용하였다. 표본목 벌채는 산불이 가

장 많이 발생하는 3월 중순부터 5월 말에 걸쳐서 수행하

였으며, 가평군 잣나무림에서 4본, 홍천군 잣나무림에서

14본, 정선군 잣나무림에서 6본, 총 24본을 벌채하였다.

벌채 방법은 지표면에서 0.2 m 높이로 벌채한 후 Smalian

식 구분구적법을 적용, 수간을 분류하여 생중량을 측정하

였으며, 높이별로 5 cm 두께의 단판을 채취하였다. 수관

층에서 잎과 가지는 화학적 구성이 상이하며, 산불에 있

어 연료적 역할이 다르므로, 1 m 높이별로 잎과 가지를

분류하였으며, 가지는 다시 정해진 직경에 따라 분류하였

다. 국외의 경우에는 가지를 <1/4 inch, 1/4 inch~ 1 inch,

1 inch~3 inch, >3 inch로 분류한 바 있다(Brown and

Bradshaw, 1994; Mitsopoulos and Dimitrakopoulos, 2007;

Kucuk et al., 2008). 그러나 국내의 경우 미영식(Inch) 단

위의 활용이 제한적이며, 가지 분류 시 시간이 오래 걸리

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국내 침엽수림은 III~V 영급 임분이

대부분이므로 대경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국외 기

준을 사용했을 경우 가지 분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

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게 분류기준을

재정립하여 사용하였다(Needles, <0.5 cm, 0.5~1 cm, 1~2 cm,

2~4 cm, >4 cm). 부위별로 분류한 잎, 가지는 모두 생중량

을 측정하였으며, 시료를 채취, 실험실로 운반하여 항량에

Table 1. Summary of observed statistics for Pinus koraiensis stands in Korea. 

Variables
 Density
(tree/ha)

Age
(year)

DBH
(cm)

Height
(m)

Crown height
(m)

Crown length
(m)

Mean
(Range)

750
(600~900)

35
(29~38)

22.8
(6.1~38.9)

15.3
(10.8~19.0)

6.3
(3.6~8.2)

7.9
(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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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할 때까지 건조한 후 건중량을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잣나무는 소나무와 달리 지역적 차이에 따른 수형의 변

화가 적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자

료를 통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Lee, 1998; Kwon and

Lee, 2006). 수관 부위별 연료량을 추정하기 위한 함수식

으로는 흉고직경(D)과 수고(H)를 독립변수로 하고 연료량

(Wt)을 종속변수로 하는 세 가지 상대생장식을 이용하였

으며(lnWt = β
0
+ β

1
lnD, lnWt = β

0
+ β

1
lnD2H, lnWt = β

0
+

β
1
lnD + β

2
lnH), 적합도는 조정결정계수( )와 표준추정

오차(S.E.E.)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잎과 1 cm 이하 가

지는 수관화 발생 시 80% 이상 연소되는 부위로써, 연소

가능한 수관연료(Available crown fuel)로 정의하고 있다

(Call and Albini, 1997). 따라서 연소가능한 수관연료의 양

을 파악하기 위해 항목을 추가하여 상대생장식을 개발하

였다.

결과 및 고찰

1. 수관연료의 분포

 총 24본 표본목에 대한 잣나무림의 각 부위별 수관층

연료량을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위는 잎

(16.6 kg, 34.7%)으로 나타났으며, 2~4 cm 가지(9.0 kg,

18.9%), 1~2 cm 가지(6.6 kg, 13.8%), 0.5 cm 이하 가지

(5.1 kg, 10.6%), 0.5~1 cm 가지(4.9 kg, 10.3%), 고사지

(3.2 kg, 6.8%), 4 cm 이상 가지(2.4 kg, 4.9%) 순으로 나타

났다(Table 2). 기존 연구 35년생 이하 대구지역 팔공산 소

나무림의 수관층 부위별 비율은 잎 > 2~4 cm 가지 >

1~2 cm 가지 > 0.5~1 cm 가지 > 0.5 cm 이하 가지 > 4 cm

이상 가지 순으로 본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

인다(Koo et al., 2010). 그러나 양양지역 50년생 이상 소

나무림의 비율 순서(2~4 cm 가지 >잎 > 4 cm 이상 가지 >

1~2 cm 가지 > 0.5 cm 이하 가지 > 0.5~1 cm 가지)와는 다

소 다른 패턴으로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임

령이 증가함에 따라 굵은 가지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Kim et al., 2012).

한편, 잣나무림의 연소가능한 수관연료(잎~1 cm 이하

가지)의 비율은 55.6%로 대구지역 팔공산 소나무림의

55.0%와 영주지역 소나무림의 53.6%와 유사하였지만(Koo

et al., 2010; Kim et al., 2011a), 양양지역 소나무림의

45.2%와 그리스 Allepo pine(Pinus halepensis Mill.)

29.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itsopoulos and

Dimitrakopoulos, 2007; Kim et al., 2012). 

2. 수관층 부위별 상대생장식 개발

흉고직경에 따른 수관 부위별 연료량 변화를 분석한 결

과, 관측치 대부분이 예측치 95% 신뢰구간에 포함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각 수관 부위별 연료량은 흉고직경이 커

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의 폭은 부위별

로 다르게 나타났다(Figure 1). 잎과 작은 가지는 증가의

폭이 유사하였으나, 큰 가지에서는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세목에 속하는 잣나무의 경우 이미 차

지한 생장영역을 지키기 위해 가지생장에 주력한다는 연

구 결과와 유사하였다(Shin, 1989).

 세 가지 상대생장식에 대한 모수 추정 결과를 보면, 흉

고직경에 대한 모수 β
1
이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흉고직경이 클수록 각 부위별 수관연료량이 증가됨

을 의미한다. 그러나 lnWt = β
0
+ β

1
lnD + β

2
lnH 식에서 수

고에 대한 모수 β
2
는 음(−)의 값과 양(+)의 값이 혼재되어

나타나므로 수고는 흉고직경에 비해 수관연료량과의 상

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흉고직경에 의

해 증가하는 수관연료량은 수고에 의해 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흉고직경만을 이용하여 수관연료량을 추정

했을 시 추정값이 높게 도출될 수 있다(Table 3).

세 가지 상대생장식에 대한 추정된 모수들에 대한 통계

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든 부위에서 추정된 모수들

에 대한 상대생장식의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P < 0.05). 조정결정계수( )의 값은 고사지와 관측치가

적은 4 cm 이상 가지를 제외하고 85% 이상의 높은 설명

력을 보였다. 세 가지 상대생장식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

과에서는 0.5~1 cm 가지와 2~4 cm 가지를 제외하고 대부

분의 수관 부위에서 흉고직경만을 이용한 상대생장식의

조정결정계수( )는 높고 표준추정오차(S.E.E.)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흉고직경이 수고에 비해 수관연료

량 증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Lee et al.,

2010).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지와 잎의 상대생장식(lnWt =

Radj

2

Radj

2

Radj

2

Table 2. Crown fuel load distribution by fuel component of

Pinus koraiensis in Korea.

Crown fuel
 category

Average fuel load 
(kg)

Fuel component
(%)

Needles 16.6(±2.0) 34.7

Branches <0.5 cm 5.1(±0.7) 10.6

Branches 0.5~1 cm 4.9(±0.5) 10.3

Branches 1~2 cm 6.6(±0.7) 13.8

Branches 2~4 cm 9.0(±2.2) 18.9

Branches >4 cm 2.4(±1.6) 4.9

Dead branches 3.2(±0.6) 6.8

Live crown 44.6(±7.4) 93,2

Available crown 26.6(±3.2) 55.6

Total crown 47.8(±7.9) 100.0

Note: Mean with standard error in pare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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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gressions of various crown fuel components and the diameter at breast height (Solid line is the regression; dashed

line represents 95% confidenc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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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0
+ β

1
lnD식)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연구에서 제시

된 잣나무 바이오매스 상대생장식과 양평지역 잣나무 바

이오매스 상대생장식 결과와 비교하였다(Son et al., 2001;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0). 먼저 가지 바이오

매스량을 비교한 결과, 양평지역 잣나무와 본 연구에서 제

시된 연구결과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온실가스 인벤

토리 구축 연구에서 제시된 잣나무 상대생장식을 이용한

가지 바이오매스는 두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Figure

2). 이러한 원인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시한 상대생장

식의 결정계수가(R2=0.4735) 상대적으로 낮아 발생한 현

상으로 판단된다. 잎 바이오매스량의 경우 온실가스 인벤

토리 구축 연구에서의 잣나무 상대생장식이 본 연구와 양

평지역 잣나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원

인은 조사대상지의 임령과 지위 및 환경인자와 큰 연관성

이 있다. 잣나무림은 임령에 따라 흉고직경의 크기가 증

가하며, 흉고직경이 증가할수록 잎 부위의 바이오매스 비

율이 줄어든다(Lee, 1998). 따라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

축 연구에서의 잣나무는 III 영급, 본 연구 잣나무는 IV 영

Table 3. Parameter estimates for allometric equations of crown fuel component for Pinus koraiensis in Korea. 

Crown fuel category n 

lnWt = β
0
+ β

1
lnD lnWt = β

0
+ β

1
lnD2H lnWt = β

0
+ β

1
lnD + β

2
lnH

β
0

(S.E.)
β
1

(S.E.)
β
0

(S.E.)
β
1

(S.E.)
β
0

(S.E.)
β
1

(S.E.)
β
2

(S.E.)

Total crown 24
-4.6774
(0.2757)

2.8073
(0.0952)

-5.4632
(0.4238)

1.0643
(0.0506)

-4.6461
(0.3635)

2.8271
(0.1753)

-0.0341
(0.2521)

Available crown 24
-4.1336
(0.3154)

2.3992
(0.1090)

-4.7841
(0.4313)

0.9095
(0.0516)

-4.0815
(0.4159)

2.4196
(0.2005)

-0.0353
(0.2885)

Live crown 24
-4.7125
(0.2944)

2.7947
(0.1017)

-5.4854
(0.4467)

1.0585
(0.0534)

-4.6343
(0.3873)

2.8444
(0.1867)

-0.0860
(0.2687)

Dead branches 24
-8.2583
(0.7930)

3.0658
(0.2739)

-9.1591
(0.9151)

1.1674
(0.1094)

-8.4367
(1.0441)

2.9525
(0.1868)

0.1960
(0.7242)

Needles 24
-4.7374
(0.3023)

2.4538
(0.1044)

-5.4140
(0.4307)

0.9291
(0.0515)

-4.6587
(0.3979)

2.5038
(0.1918)

-0.0865
(0.2759)

Branches 

<0.5 cm 24
-6.1015
(0.5224)

2.5101
(0.1804)

-6.7671
(0.6567)

0.9472
(0.0785)

-5.8887
(0.6850)

2.6454
(0.3303)

-0.2341
(0.4751)

0.5~1 cm 24
-5.0935
(0.3407)

2.1349
(0.1177)

-5.7569
(0.3890)

0.8174
(0.0465)

-5.3983
(0.4368)

1.9412
(0.2106)

0.3352
(0.3029)

1~2 cm 24
-4.8726
(0.4634)

2.1626
(0.1600)

-5.4602
(0.5702)

0.8180
(0.0682)

-4.7688
(0.6102)

2.2286
(0.2942)

-0.1141
(0.4232)

2~4 cm 20
-6.4701
(0.6475)

2.9216
(0.2121)

-8.177
(1.0327)

1.2076
(0.1175)

-5.4740
(1.0860)

3.0945
(0.2595)

-0.5661
(0.4978)

>4 cm 12
-13.2438
(3.5637)

4.6922
(1.1171)

-17.4714
(4.6476)

2.1068
(0.5102)

-13.7826
(9.5423)

4.6424
(1.4299)

0.2555
(4.1599)

Note: β
i
 (i = 0, 1, 2) is the estimated parameters, ln is the natural logarithm, Wt is the each fuel load (kg), D is the diameter at breast height

(cm), H is the tree height (m), S.E. is standard error.

Table 4. 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nd standard error of estimate for allometric equations.

Crown fuel category n 
lnWt = β

0
+ β

1
lnD lnWt = β

0
+ β

1
lnD2H lnWt = β

0
+ β

1
lnD + β

2
lnH

S.E.E. P-value S.E.E. P-value S.E.E. P-value

Total crown 24 0.9742 0.2018 <0.0001 0.9504 0.2798 <0.0001 0.9730 0.2064 <0.0001

Available crown 24 0.9546 0.2308 <0.0001 0.9310 0.2847 <0.0001 0.9525 0.2362 <0.0001

Live crown 24 0.9704 0.2154 <0.0001 0.9446 0.2949 <0.0001 0.9692 0.2199 <0.0001

Dead branches 24 0.8439 0.5803 <0.0001 0.8308 0.6041 <0.0001 0.8370 0.5929 <0.0001

Needles 24 0.9599 0.2212 <0.0001 0.9338 0.2843 <0.0001 0.9582 0.2259 <0.0001

Branches 

<0.5 cm 24 0.8933 0.3822 <0.0001 0.8628 0.4335 <0.0001 0.8995 0.3890 <0.0001

0.5~1 cm 24 0.9345 0.2493 <0.0001 0.9305 0.2568 <0.0001 0.9352 0.2480 <0.0001

1~2 cm 24 0.8876 0.3391 <0.0001 0.8615 0.3764 <0.0001 0.8826 0.3465 <0.0001

2~4 cm 20 0.9129 0.2387 <0.0001 0.8533 0.3098 <0.0001 0.9144 0.2367 <0.0001

>4 cm 12 0.6021 0.7271 <0.0045 0.5934 0.7350 <0.0045 0.5581 0.7663 <0.0045

Note:  is the adjusted multipl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S.E.E. is the standard error of estimate = [Σ(s.s.e.)/(n − 2)].1/2

Radj

2
Radj

2
Radj

2

Radj

2



잣나무림의 수관연료량 추정을 위한 상대생장식 개발 109

급, 양평지역 잣나무는 V 영급이 대부분이므로, 임령과 잎

바이오매스 상관관계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Figure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35년생 잣나무림을 대상으로

수관층 연료량을 추정하기 위한 상대생장식을 개발하였

다. 각 부위별 수관층 연료량을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는 부위는 잎(16.6 kg, 34.7%)으로 나타났으며, 2~4 cm

가지(9.0 kg, 18.9%), 1~2 cm 가지(6.6 kg, 13.8%), 0.5 cm

이하 가지(5.1 kg, 10.6%), 0.5~1 cm 가지(4.9 kg, 10.3%),

고사지(3.2 kg, 6.8%), 4 cm 이상 가지(2.4 kg, 4.9%) 순으

로 나타났다. 연소가능한 수관연료(잎~1 cm 이하 가지)의

비율은 55.6%로써 대구지역 팔공산 소나무림의 55.0%와

영주지역 소나무림의 53.6%와 유사하였지만, 양양지역 소

나무림의 45.2%와 그리스 Allepo pine(Pinus halepensis

Mill.) 29.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생장식 추

정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수관 부위에서 lnWt = β
0
+ β

1
lnD

식이 조정결정계수가 가장 높고 표준추정오차가 가장 낮

게 나타났지만, 추정식들 간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제시된 상대생장식은 임분의 바이오매스량 산출

은 물론이고, 수관화 위험성을 연료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침엽수림에 대한 수관화

행동 예측과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관층을 세밀

하게 구분한 상대생장식 개발이 지속되어야 하며, 아울러

수종을 다양화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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