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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상록활엽수림 생육분포 확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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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the Distributional Probabilit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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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30년간의 전자기후자료와 현지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상록활엽수림의 생육분포 확률을 평가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의한 생육분포 확률은 33∼

84% 범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고도가 높아질수록 생육분포 확률은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

다. 아울러 온·난대림육성권역에서 생육분포 확률이 63∼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요어 : 로지스틱 회귀모형, 상록활엽수림, 생육분포, 전자기후도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ssess the distributional probability for Evergreen Broad 

-Leaved Forests(EBLFs) using the field data and digital climate data that were occurred 

during the period of 1980 to 2010. For the validation of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probabilistic value ranged from 33 to 84%, especially the probabilistic value of growing 

distribution becomes lower patterns with higher altitude. In addition, it has been 

estimated that the probabilistic value of growing distribution is the highest with 63∼83% 

among the regional units in temperate/warm-temperate forests.

KEYWORDS : Logistic Regression Model, Evergeen Broad-Leaved Forests(EBLFs), Growing 

Distribution, Digital Climate Map

2016년 2월 10일 접수 Received on February 10, 2016 / 2016년 3월 14일 수정 Revised on March 14, 2016 / 2016년 

3월 22일 심사완료 Accepted on March 22, 2016

1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자원연구소 Southern Forest Resources Research Center,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 Corresponding Author E-mail : boyoofri@korea.kr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상록활엽수림 생육분포 확률 평가 / 유병오· 박준형· 박용배· 정수영· 이광수 95

서  론

상록활엽수림은 기후대적 지역의 의미와 식

생군집 구조적 의미가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용어로서“조엽수림=상록활엽수림<난대림”

의 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 상록활엽수림은 식

생군집의 구조적 의미로서 주로 아열대림, 난대

림에서 나타나는 상록활엽수들로 구성된 산림

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록활엽수림이 존재

하는 상록활엽수대(常綠闊葉樹帶)가 기후대적 

지역의 의미로서 열대지역과 온대지역의 경계

에 있는 난대림에 포함된다. 난대림에는 낙엽활

엽수가 적지 않게 분포하고 있으며, 혼효 형태

로 숲을 형성하고 있는 난대림도 적지 않기 때

문에‘조엽수림(照葉樹林)’,‘상록활엽수림(常

綠闊葉樹林)’,‘난대림(暖帶林)’으로 불리는

데,‘상록활엽수림’이 공통분모가 되어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015).

우리나라 난대림은 북위35도 이남의 남해안

과 남해도서지역, 제주도(연평균 기온 14℃ 이

상 지역), 울릉도 지역에 분포하며, 연평균 기

온 13∼15℃, 1월 평균 0∼2℃, 8월은 26℃ 

내외이며 강수량은 1,300∼1,500mm로 우리나

라에서 가장 온화하고 연교차가 작으며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 분포한다(Forest Service, 

1999). 현재 우리나라 난대림은 온대림 권역과 

달리 사시사철 푸르름과 아름다운 수형으로, 특

유의 광택으로, 꽃으로, 향기로, 열매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며 유혹하는 상록활엽수들이 집

단을 이루며 생육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남해

안과 남해 도서권역, 제주도, 울릉도 등지에서 

인간의 간섭이 적었던 일부 권역에서는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남벌, 도벌 

등의 인위적 교란을 받아왔기 때문에 원 식생

이었던 상록활엽수림은 대부분 훼손되어 소나

무림, 곰솔림, 낙엽활엽수림 등으로 바뀌어 가

고 있는 실정이다(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014). 이에 난대림의 복원 

및 보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생태·환경

적인 중요성을 재평가하게 되었고 난대수종의 

다양한 쓰임새와 효용이 알려지면서 난대수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지구온

난화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한반도의 난대림 분

포영역이 점차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임

을 감안할 때, 이러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

는 수종으로 상록활엽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난대림의 상록활엽수 중 대표 수종

으로는 남부 해안가나 제주도를 포함한 주변 

도서지역의 저지대를 중심으로 가시나무, 붉가

시나무, 구실잣밤나무,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등이 수평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수직적인 분포는 대부분 해수면 부근

에서 해발 200m 안팎까지 산 하부 낮은 지역

에 분포하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012). 상록활엽수종은 일반

적으로 천이의 후기 단계 또는 극상 수종에 속

하기 때문에 비교적 내음성이 강하고 토양조건

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Yim, 1998). 또한 난대

림 권역 내에서도 상록활엽수림은 위도, 해발

고, 지형 등에 따라 임분구조와 수종 분포는 달

리하기 때문에(Yim, 1977; Kim, 1987) 상록

활엽수종은 난대림 권역 내에서 기상 및 토양

조건 등의 입지환경에 대한 적응 범위가 다르

다고 할 수 있다. 기후대에 의한 난대림의 생육

가능 면적은 대략 1,200,000ha에 이르지만 이 

중 약 10,000ha 정도만이 상록활엽수림으로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일부 섬이나 내륙벽지 

그리고 방재 목적림, 종교적 목적림 등의 형태

로 간섭이 적은 지역에만 잔존하고 있다

(Forest Service, 2002).

상록활엽수림의 지리적 분포 특성에 관한 연

구는 한반도에 분포한 상록활엽수의 지리적인 

분포와 기후요소와의 관계에 대해 구명된 바 

있고(Koo, 2000), 최근에는 붉가시나무의 지

리적 분포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나

(Chun et al., 2015), 그 현존하는 분포지 수

가 적어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상록활엽수림의 조성과 관리에 

있어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분포지 예측 등을 

통한 정책방향 결정이 필요한 만큼 GIS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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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치화된 분포 가능지의 예측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후자료(1980∼

2010년)와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자생지와 인

공조림지 등 현재 잔존 분포하고 있는 상록활

엽수림 자료를 활용하여 Logistic 모형을 이용

한 생육분포 확률을 평가하여 향후 기후변화 

대응 상록활엽수림의 자원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산림청은 산림통합관리시스템 추진 방안

(Forest Service, 2005)에 의하여 전국의 산

림생태권역을 경제적·생태적 특성에 따라 17

개 산림통합관리권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권역별 산림관리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표 1). 

이를 기반으로 하여 남부지역 온·난대림 육성

권역의 특수한 입지환경과 더불어 기후적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임분유형이 나타나

고 있는 전남·전북, 경남·경북 및 제주도를 

기본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제주도, 전

남, 경남의 도서해안권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상록활엽수림과 생육 북한계지를 포함하

여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까지 대상지를 확장하

였다(그림 1).

2. 상록활엽수림 분포와 분석자료

상록활엽수림 분포조사를 위하여 1:5000 수

치임상도(산림청), 컬러항공정사영상(산림청), 

1:5000 수치지형도(국토지리정보원), DEM(산

림청, 30×30m)과 같은 벡터 및 래스터 등의 

산림공간정보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 및 결합하

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값은 유사행렬에 의한 

클러스터링 방법을 통해 생육공간범위를 확정

하고 현지 조사 표본점을 추출하였다(그림 2). 

추출된 표본점을 현지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자생지(n=151), 조림지(n=25) 총 

176개소를 확보하였다. 또한 상록활엽수림이 

분포하지 않는 위치의 정보도 분석에 필요하므

로, 분포지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자료를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하였으며,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341개소를 확보하여, 총 517개소 위치정보자

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그림 3).

3. 분석에 사용된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후자료는 국립산림과

학원에서 전국 80여개의 정규기상관측소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지형정보를 기본으로 지형-기

후관계식을 이용해 구축해 놓은 30년 평년 기

상자료를 이용하였다. 1980∼2010년 30년간

의 연평균기온, 연강수량, 1월 최한일기온, 2월 

최한일기온 등 일/월/년 단위의 기본 기후자료

와 식물 생장에 요구되는 생리적 최적 기온인 

5℃ 이하인 달에 대하여 월평균 기온에서 5℃

를 뺀 값의 총계인 한랭지수 식(1)과 식물 생

장에 요구되는 최저 기온을 5℃로 보고 월평균 

기온 5℃ 이상인 달의 평균 기온에서 5℃를 뺀 

Region Included administrative district

Jeolla west 
coastal

Jeollabuk-do(6) Gochang, Gunsan, Gimje, Iksan, Jeonju, Buan

Jeollanam-do(5) Naju, Mokpo, Muan, Younggwang, Hampyeong

Warm
temperate

forest

Jeollanam-do(13)
Heanam, Gangjin, Goheung, Gwangyang, Boseong, Suncheon, Sinan, 
Yeosu, Youngam, Wnado, Jangheung, Jindo, Yeocheon

Gyeongsangnam-do(7) Namhae, Geoje, Gosung, Masan, Sacheon, Jinhae, Tongyoung

Southeast
Gyeongsangbuk-do(2) Gyeongju, Pohang

Gyeongsangnam-do(2) Gimhae, Yangsan

Jeju-ulleung 
special

Jeju-do(4) Seogwipo, Bukjeju, Namjeju, Jeju

Gyeongsangbuk-do(1) Ulleung(not include)

TABLE 1. Included administrative district by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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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area by each region

FIGURE 2. Process of the distributional probability for Evergreen Broad-Leaved 

Forests(EBL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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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의 총계인 온량지수 식 (2)에 의해 한랭지

수와 온량지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1)

t = Mean temperature of a month  

 

                             (2)

t = The temperate below growth 

threshold of 5°C

위의 방법으로 6가지 기후자료(연평균기온, 

연강수량, 1월 최한일평균기온, 2월 최한일평균

기온, 한랭지수, 온량지수)에 대한 산출이 완료

되면 별도의 코딩작업 없이 연속형 변수로써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연

FIGURE 3. Field sample points of major trees in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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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상지 내 조사된 현지 표본점과의 공간분석

을 통하여 해당 기후값을 추출하였으며, 

Kriging 보간법을 통하여 재분류하였다(Oliver 

and Webster, 1990).

4. 로지스틱 회귀모형

산림분야에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활용은 

주로 산불확산예측을 위한 모형개발(Lee et 
al., 2012; Lee et al., 2013; Ryu et al., 
2014)과 산사태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예측

(Yeon, 2011), 그리고 항공사진에 나타난 고

속도로 주변 묘지의 입지분석(Han et al., 
2008) 등의 모형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로지스

틱 회귀모형이 다른 회귀 분석과 구분되는 가

장 큰 특징은 결과 값이 0 또는 1이라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상록활엽수의 특성상 단일수종

으로 조성된 임분이 적고, 그 면적이나 양이 많

지 않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기후적인 생육적지

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적지 분석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위지수 등의 임지의 생산력과는 별도로 

생육 가능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판단되기 때

문에 현존하는 생육지에 대해 1, 그렇지 않은 

지역에 0을 부여함으로써, 설명변수에 의해 판

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명변수인 

기후인자 6개 필드와 분포유무 반응변수 1개 

필드로 구성된 행렬을 생성하여 통계분석에 이

용하였다. 이를 위해 식(3)의 로지스틱 회귀모

형을 이용하여 현재 잔존 분포하고 있는 상록활

엽수림과 기타수종의 현지 조사된 위치정보와 

기후자료를 공간 분석하여 생육분포 확률을 산

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18.0의 로지

스틱 회귀분석 절차를 이용하였고 변수선택은 

5% 유의수준에서 stepwise 방법을 이용하였다.

log

   

  (3)

where    pi = Probability

          βi = Parameters

          xi = Variable

변수는 연속형 변수로써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모형의 정확도 평가를 위해 분포 확률 0.5

를 기준으로 분할표를 작성하여 분류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결과 및 고찰

1. 상록활엽수 분포 특성

산림공간정보 및 현지조사점 자료를 활용한 

남부지역 상록활엽수림의 주요 임상은 크게 붉

가시나무림, 구실잣밤나무림, 종가시나무림, 후

박나무림, 상록활엽수혼효림 5개 임상으로 구분

하였다(그림 4). 남부지역 전체 상록활엽수림 

면적 및 임목축적은 9,669ha, 983,164㎥, 전

체 평균임목축적은 102㎥/ha로 추정되었다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014). 또한 상록활엽수림은 전체적으로 남부

지역 해안가나 주변 도서지역의 저지대를 중심

으로 해발고도 400m 이하, 구릉지 및 산악지

의 3부 능선이상의 계곡부에 집중 분포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의 경우 해발고 500m 

이상에도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지 내의 상록활엽수림의 기후적인 

분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기상요인은 

연평균기온, 연강수량, 1월 최한일평균기온, 2

월 최한일평균기온, 한랭지수, 온량지수이며, 기

후 값 추출결과는 그림 5∼10과 같다. 조사된 

대부분의 상록활엽수림은 평균기온 14℃이상, 

1월 최한일평균기온은 -4℃이상의 비교적 온

화한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랭지수는 -10℃선 이내에 모든 조사점이 분

포하였으며, 특히 -4℃선 이내의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는 특성을 보였다.

온량지수는 110℃ 이상의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그림 10), 연강수량은 1,000mm이상의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온

량지수의 경우, 한반도 상록활엽수 분포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하나로 언급된 바

가 있으나(Yim, 1977), 연강수량의 경우, 상록

활엽수의 분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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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istribution of major forest cover types in Evergreen Broad-Leaved 

Forests(EBLFs)

FIGURE 5. Annual mean temperature

  

FIGURE 6. Annual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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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ean temperature of coldest 

day in January 

  

FIGURE 8.  Mean temperature of coldest 

day in February

FIGURE 9. Coldness index

  

FIGURE 10. Warmth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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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식물의 생육에 장애가 될 

정도의 심각한 수분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oo, 2000). 하

지만 식물의 생육에 있어 중요한 기후인자이므

로, 상위에서 언급한 6가지 기후인자를 고려하

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2. 생육분포 확률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사용된 기

후자료에서 각 변수 간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이 발생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를 유

발하는 변수를 모형에서 제외하고 1월 최한일

평균기온과 한랭지수 2개 변수를 채택하여 분

석을 수행하였다. 과거 난대림 상록활엽수림의 

분포를 결정하는 것이 한랭지수 -10℃이며

(Yim and Kira, 1975), 1월 평균기온과 1월 

평균최저기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Koo, 

2000), 모형의 분석 변수는 적절하게 채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상록활엽수림에 대한 생육분포 확

률을 평가하기 위한 2개의 기후요인과 상록활

엽수림 분포 유무와의 로지스틱 모형 계수를 

추정한 결과(표 2), 각 변수의 유의수준 이내에

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대

한 변수의 영향력은 Wald의 크기를 비교해 알

수 있으며, 1월 최한일평균기온이 한랭지수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결과 값을 0.5를 기준

으로 분류할 때, 예측 정확도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분석 결과, 실제 상록활엽수림이 분포하

지 않는 곳은 99.1%의 정확도로 분류되었으며, 

분포지는 84.4%가 정확히 예측되어 전체 

96.9%의 예측 정확도가 도출되었다.

그림 11과 같이 추정된 로지스틱 모형에 의

한 생육분포 확률은 33∼84% 범위를 보이고 

있는데, 산림공간정보 및 현지조사로부터 확인

된 상록활엽수림의 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고도가 높아질수록 생육분포 확률은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Kang et al.(2014)이 보고한 상록활엽수의 적

지에 해당하는 고도가 해발고 100m미만 이라

는 결과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상록활엽수림이 분포하고 있는 산

림청에서 구분한 산림생태권역 내 온·난대림

육성권역에서 생육분포 확률이 63∼83%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위도가 높아질수록 생육

분포 확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록활

엽수림의 생리적인 특성상 우리나라 남부해안

도서권역보다 높은 위도에서는 생육에 어려움

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난대림 조성 및 

복원사업에 있어서 참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

된다.

　Variables B S.E Wald df Pr>ChiSq Exp(B)

Mean January minimum 
temperature

5.172 0.895 33.400 1 0.00001 176.343

Coldness index -1.069 0.307 12.112 1 0.001 0.343

Constant 4.487 0.789 32.312 1 0.00001 88.821

TABLE 2. Result of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distributional probability of 

Evergreen Broad-Leaved Forests(EBLFs)

True category
Predicted category

Accuracy(%)
Not distributed Distributed

Not distributed 436 4 99.1

Distributed 12 65 84.4

　 Overall　 96.9

TABLE 3. Classification accuracy of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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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30년간의 전자기후자료와 현

재 잔존 분포하고 있는 상록활엽수림의 현지조

사 자료를 활용하여 Logistic 회귀모형을 이용

한 생육분포 확률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상록

활엽수림을 포함하는 난대림 식생의 수평적 분

포는 북위 35도 이남, 온량지수 110이상에 분

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랭지수의 경우 난

대림과 온대림 경계인 -10라인 이하에 분포하

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기후대에 의한 

상록활엽수림 분포 경향을 잘 반영해 주고 있

다. 그 동안 상록활엽수림의 제한적인 분포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 걸친 생육분포 가능여부를 

검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본 모형을 추정

하는 자료로 상록활엽수림이 아닌 조사지의 자

료가 함께 분석되어 보다 정확한 범위를 예측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특

히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명변수인 1월 최한일 

평균기온과 한랭지수의 경우 상록활엽수가 내

한성에 약한 특성이 잘 반영된 결과로 판단되

고 있으나, 실제 상록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할 

때, 입지환경 및 토양환경에 의한 영향이 고려

되지 못해 직접적인 적용에는 아직 무리가 있

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상록활엽수림의 자원

FIGURE 11. Distributional Probability of Evergreen 

Broad-Leaved Forests(EBLFs) in souther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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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

하고 향후 국소지형 및 입지토양인자를 고려한 

최적의 모델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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