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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나무 자원의 평가를 위하여 GIS 기반의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활용 방

안을 제안하였다. 대나무 자원의 일반현황, 임황 및 지황 정보, 입지토양 정보 등의 인자를 추출하

고 현지표본점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활용하여 면적 및 축적량을 산출하여 통합하였다. 구축

된 인벤토리는 방치되어 있는 대나무 자원의 건강성 및 지속성 확보는 물론 대나무의 기능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대나무, 지리정보시스템, 인벤토리, 자원 평가

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an inventory, using GIS-based resource assessment, for 

assisting forest management planning. The major inventory contents were relationally 

integrated, using field sample plots, to extract and calculate attributes such as general 

status, forest stand condition, forest site condition, forest site and soil area (ha) and 

growing stock (weight, in tons). Evaluating the efficiency of forest management plan 

implementations is critical to effective health and sustainability at a larger functional 

level, specifically in bamboo forests. This inventory is a valuable tool for 

decision-making, such as developing a long-term management plan for sustainably 

managing bamboo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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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나무는 나무와 풀의 성질을 모두 가진 다년생 벼

목 화본과(Poaceae), 대나무아과(Bambusoideae)에 

속하는 식물로 재생산이 매우 빠른 친자연적인 

소재로서 왕성한 생장력과 번식력, 강인한 생명

력 그리고 용도의 다양성으로 신비성과 불가사

의한 힘을 가지고 있다(NIFOS, 2005). 대나무

는 농경사회가 근본인 우리 민족의 생활에 대나

무를 빼놓고 이야기 하는 것은 어려울 정도로 

죽세가공에 의한 각종 생활용품, 농어업용 자재, 

문방필기구, 조경소재, 식·약용 원료, 건강식 재

료 등으로 대나무는 폭넓게 이용되어 왔다(Kong,

2001).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제적‧사회적 생활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각종 소재의 다양화로 옛

날에는 노다지로 불리던 국내 대나무 관련 산업

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

면해 있다. 또한 현재 방치되어 있는 대나무 숲

의 모습은 인접한 숲으로 이동‧확산되는 산지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대나무 분포 

지역인 사천시와 거제시의 대나무 임분을 대상

으로 30년간 공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사천지

역 솜대(70%)+왕대(30%) 죽종 혼효림의 경우 

30년간 1.2ha에서 3.7ha로 확산면적 2.5ha, 연

평균 0.08ha 규모, 연평균 거리는 1.1m/year로 

계곡부에서 능선부로 이동 확산되고 있는 유형

을 확인하였다. 거제지역 맹종죽(죽순대)림의 

경우, 30년간 1.9ha에서 3.8ha로 2배 정도 확

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평균 0.06ha 규

모, 연평균 거리는 0.9m/year로 계곡부 방향으

로 이동 확산되고 있는 유형을 확인하였다.

대나무 자원이 풍부한 일본과 중국 남부지역

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

는데, 일본 가고시마 현의 경우, 15년간 죽림의 

확산 조사 결과, 2.09m/yr 속도로 확산되었으

며, 지하경은 6m/yr 생장하는 결과를 보였다

(Okutomi et al., 1996). 중국의 경우, 죽순대 

임분이 인접한 전나무 임분으로 1.28m/year, 

상록활엽수 임분으로 1.04m/year로 전나무 임

분으로의 확산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Mertens et al., 2008). 따라서 대나무 자원

의 건강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대

응이 필요한 시점이다(Isagi and Torii, 1998; 

Ohrnberger, 1999; NIFOS, 2016).

과거 대나무 자원 실태조사는 1981년에 한차

례 조사된 바 있으나 조사방법, 표준지 선정 등 

조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정확한 결과의 산출이 

어려웠으며, 죽종 구분, 면적 및 축적(Growing

stock)에 대한 통계 인벤토리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19 

81년 죽림면적은 5,359ha에서 1993년 8,063ha

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한 시책건의를 통해 2015년 말 기준 죽림 

면적은 22,067ha가 분포하는 것으로 공표하고 

있다(KFS, 2016). 그러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통

계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가산림조

사(NFI; National Forest Inventory) 체제를 정

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원 통계체계 구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목자원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표본설계‧조사‧분

석으로 구분하여 과학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대나무의 경우는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INBAR 

(International Network for Bamboo and Rattan),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등 각종 국제기구 및 단체

에 실시간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어 

국가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등 

국내외 대나무 관련 수요 및 정책적인 대응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인벤토리 구축 관련 연구로는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 체계 

구축(NIFOS, 2006), 수변구조물 재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 평가 인벤토리 개념 설계

(Jo et al., 2014), 재난대응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벤토리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연

구(Choi et al., 2014), 재난대응 의사결정 지

원을 시설물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방안 연구

(Choi et al., 2016)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되고 있다. 그러나 대나무 자원의 경우 이에 대

한 기초적인 정보가 없어 국내외 정책 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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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Data format Scale Thematic map

Korea Forest Service shp 1:5,000
Forest cover type

Forest site, Forest soil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dxf, dwg 1:5,000 Topograph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p - Continuous cadastral

Local autonomous entity shp - -

TABLE 1. Description of forest spatial informations

FIGURE 1. Distribution of bamboo forests 

by stand-level

대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방치되어 있는 대

나무 자원의 기능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대나무 자원 조성 및 육성 관

리 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GIS기반의 자원평가 인벤토리를 구축하였으며, 

대나무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평가 결과

를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1. 산림공간정보 수집

대나무 공간정보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제도(Thematic map)

를 수집하였다. 주제도의 경우 수치임상도(1:5,0

00), 수치산림입지토양도(1:5,000), 수치지형도(1:

5,000),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연속지적도를 활용하였

으며, 시군 자치단체의 관리대장 및 도면을 수

치화하여 현행화 하였다(표 1).

2. 표본설계 및 현지조사

대나무 자원의 면적(ha) 및 축적량(kg, ton)

을 추정하기 위하여 표본설계를 실시하였다. 수

치임상도(1:5,000)를 기반으로 모집단의 죽림

을 추출(그림 1)하고 산림의 정의1)에 따라 사

후층화추출법(Sampling for Post-Stratification)

을 적용하여 적정 표본 수를 (1)식에 의해 산출

한 결과, 적정 표본 수는 256개소로 추출되었다

(그림 2). 추출된 표본점은 국내에 유용 죽종으

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왕대(Phyllostachys

bambusoides), 솜대(Phyllostachys nigra var.), 

맹종죽(죽순대; Phyllotachys pubescens)을 대

상으로 죽종 확인 및 죽림의 재 구획을 하는데 

활용하였으며, 대나무 임분 중심부에 정방형 

10m×10m 크기의 표본점을 배치(그림 3)하여 

임황, 지황, 죽종 구분, 직경, 수고, 죽령(1년생, 

다년생)에 대하여 2016년 2월부터 10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접근 불가능한 지역 

및 최소 관리단위 0.5ha 미만의 대나무 임분은 

제외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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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rrangement of sample plots

FIGURE 2. Status of sample plots 

by stand-level(256 plots)

(n : 표본 수, CV : 변이계수 40%, t : 신뢰

도계수(95% 유의수준 2 적용), e : 추정오차

율 5%)

3. 속정정보 메타데이터(Meatadata) 구축

대나무 자원의 주요 속성정보는 일반현황, 임

황, 지황, 입지토양으로 구분하였으며, 현지 표

본점 조사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이용한 면적 및 

축적량의 속성정보는 표본점 단위, 지역별, 전국 

단위의 죽종별 면적 및 지상부(줄기, 가지, 잎) 

바이오매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정보 자료

와 현지표본점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절차

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

속성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타는 지리정보 관리

용 메타데이터 표준 TTAS.KO-19115 메타데

이터 패키지 데이터 사전을 참조하였으며, 속성

필드 이름, 속성에 대한 설명, 필드의 데이터 유

형, 필드 크기를 문자열로 구성하여 사용자의 

효율적인 생산, 관리, 활용의 지원을 목적으로 

구축하였다(표 2).

또한 속성정보의 필드 스키마를 표 3과 같이 

정의하고 각 필드별 클래스는 크게 일반현황, 

임황, 지황, 입지환경 등 층위별로 구성 연동되

어 해당 조건별로 검색하여 면적 및 바이오매스 

통계량과 수치화된 도면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관계형 클래스로 구성하였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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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Property Data type Details

General status

No Short integer Number of sample plot

Size Short integer Area of sample plot

Admin String Do, Si, Gun, Eup, Myun, Dong, Ri

Jibun String Lot number

Coord Long Integer String ITRF_TM longitude, latitude

Forest stand

condition

Imjong String Artificial, natural forest

Bs String Kind of bamboo species

CD String Crown density(low, moderate, high)

DC Long integer Diameter class

HC Long integer Height class

Ba Long integer Bamboo age

Forest site

condition

SL Short integer Slope

AS Short integer Aspect

EL Short integer Elevation

TO String Topography

Forest site & soil

TT String Soil type

TS String Soil texture

TB String Drainage(very good, good, normal, poor)

Area & Weight
Area Double Area of bamboo forest(hectare)

Weight Double Above-ground  biomass of bamboo forest(kg, ton)

TABLE 3. Description of major property informations

FIGURE 4. Analysis process of bamboo resources by plot and stand levels

Level1 Level2 Definition Data format Domain

Property 

information

Field name Name of property field String Random description

Definition of property Description of property String Random description

Data type Data type of field String Random description

Field size Length of field String Random description

TABLE 2. Metadata of property inform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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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iagram of bamboo resources classes

4. 분석 프로세스 및 자원 평가 산출식 조제

대나무 자원 평가를 위하여 수치임상도, 수치

산림입지토양도, 수치지형도, 지적도와 같은 산

림공간정보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 및 결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값은 클러스터링 방법을 통

해 생육공간범위를 확정하였다. 표본점 단위, 임

분 단위, 지역별(도광역시별 16개 지역) 단위, 

전국 단위별 자원량(면적 및 축적량)을 추정하

기 위한 분석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산출식 (2), 

(3), (4)를 이용하여 자원량을 평가하였다.

         ′

′ 
×               (2)

         ′ ′  ′

′ 
         (3)

     

      전체대나무면적  
  





      지역별의대나무면적

     ′ 공간정보상의지역별대나무면적

      층의대나무면적  
  



   

    지역별내층의대나무면적

  ′   공간정보상의지역별내층의대나무면적

  ′   지역별내층별가중치 ′  ′

′  


              ′ 


              (4)

       

        표본점단위대나무축적

          표본점의당대나무축적

       ′ 표본점의실제대나무면적

결과 및 고찰

1. 유용 죽종별 직경급 및 수고급 분포 현황

현지표본점 256개소를 대상으로 직경급 분포 

범위를 분석한 결과, 맹종죽(죽순대)의 직경급 

범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왕대와 솜

대는 유사한 직경급 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4).

수고급의 경우, 맹종죽(죽순대)이 가장 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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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Phyllostachys pubescens Mazel
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old & Zucc.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ex Rendle

Minimum 5.7 1.7 1.3

Maximum 17.9 17.2 15.4

Average 15.8 14.2 12.9

Standard deviation 2.2 3.2 4.4

TABLE 5. Range by height class distribution of major bamboo species           (Unit: m)

Classification Mixed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ex Rendle

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old & Zucc.

Phyllostachys pubescens 

Mazel
Sum

Area 10,084 5,925 5,779 279 22,067

Percentage 45.7 26.9 26.2 1.3 100

TABLE 6. Area by major bamboo species of bamboo forests                 (Unit: ha, %)

Classification Less than 0.5ha 0.5~1 1~5 5~10 Greater than 10ha Sum

Area 11,330 5,277 4,901 477 82 22,067

Percentage 51.3 23.9 22.2 2.2 0.4 100

TABLE 7. Range by distribution area of bamboo forests                      (Unit: ha, %)

Classification Expansion type Normal type Mixed type Damage type Separation type Sum

Area 8,646 5,105 4,642 2,447 1,227 22,067

Percentage 39.2 23.1 21.0 11.1 5.6 100

TABLE 8. Distribution types of bamboo forests                                (Unit: ha, %)

Classification Phyllostachys pubescens Mazel
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old & Zucc.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ex Rendle

Minimum 4.1 0.9 1.0

Maximum 12.4 7.7 7.4

Average 8.2 4.2 3.9

Standard deviation 1.8 1.4 1.2

TABLE 4. Range by DBH class distribution of major bamboo species           (Unit: cm)

고급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 왕대, 솜대 

순으로 나타났다. 직경급과 달리 수고급 크기의 

편차가 심한 것은 일반적으로 대나무의 생육 특

성상 지역 간에 입지·환경적인 차이로 인해 수

고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2. 유용 죽종별 면적 및 분포 특성

산림공간정보 및 현지표본점 자료를 활용한 전

체 죽림의 분포 면적은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0ha)의 76배에 달하는 22,067ha로 나

타났다. 주요 임상은 크게 죽종혼효, 솜대, 왕대, 

맹종죽(죽순대) 4개 임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죽

종혼효(10,084ha, 45.7%), 솜대(5,925ha, 26.9%),

왕대(5,779ha, 26.2%), 맹종죽(죽순대)(279ha, 

1.3%)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분포 면적 범위는 0.5ha 미만의 대나무 임분

이 11,330ha로 전체 면적의 절반이상(51.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1ha 미만의 

소면적의 분포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또한 지목은 전과 답, 대지, 임야,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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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Mixed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ex Rendle

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old & Zucc.

Phyllostachys pubescens 

Mazel
Sum

Jeonnam 5,039 1,170 1,876 34 8,119

Gyeongnam 2,649 2,423 1,822 226 7,121

Gyeongbuk 801 973 209 - 1,983

Jeonbuk 766 540 472 - 1,778

Chungnam 322 193 1,132 - 1,647

Ulsan 203 141 42 11 397

Gangwon 52 285 - - 337

Chungbuk 61 50 33 - 144

Gwangju - 79 95 - 174

Busan 78 - 50 9 137

Daegu 49 36 18 - 103

Daejeon 5 4 - 9

Incheon 9 2 2 - 13

Sejong 8 3 5 - 16

Gyeonggi 3 - - - 3

Jeju 43 25 18 - 86

Sum 10,084 5,925 5,779 279 22,067

TABLE 9. Area by major bamboo species of province‧metropolitan city           (Unit: ha)

Classification Phyllostachys pubescens Mazel
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old & Zucc.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ex Rendle
Sum

Biomass

(ton/ha)

24,158

(86ton/ha)

213,912

(37ton/ha)

224,282

(38ton/ha)
462,352

TABLE 10. Above-ground biomass by major bamboo species                    (Unit: ton)

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나무 분포 유형은 관리형, 분리형, 쇠퇴형, 

혼합형, 확산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확산형

이 8,646ha(39.2%)로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

타났으며, 관리형 5,105ha(23.1%), 혼합형, 쇠

퇴형, 분리형 순으로 나타났다(표 8).

3. 도·광역시별 유용 죽종별 면적

도·광역시별 대나무 분포 면적은 전남 37%, 

경남 32%로 이들 두 지역의 대나무 숲 면적이 

우리나라 전체 대나무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외에 전북과 경북 

그리고 충청도 일부지역에서도 분포하고 있다. 

왕대와 솜대의 경우 강원도 양양에서부터 동해

안을 따라 강릉, 삼척으로 이어져 경북 안동과 

김천을 거쳐 충북 지역의 영동, 전북지역의 무주 

및 충남 지역의 부여, 태안으로 연결되는 이남지

역에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4. 유용 죽종별 지상부 바이오매스 현존량 추정

대나무 유용 죽종별 바이오매스(현존량, 1년

생+다년생)량은 전체 462,352ton으로 나타났

으며, 맹종죽 24,158ton, 왕대 213,912ton, 솜

대 224,282ton으로 추정되었으며, 단위면적 당 

바이오매스량은 맹종죽 86ton/ha, 왕대 37ton/ 

ha, 솜대 38ton/ha로 평가되었다(표 10).

5. 기본 통계량 산출 및 도면의 시각화

현지표본점을 기반으로 임황 및 지황정보, 입

지토양 정보 등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

록 인벤토리를 구성하였으며, 임분 단위 및 전

국 단위의 주요 평가 결과를 적용한 기본 통계

량 및 시각화된 최종 도면은 그림 6과 같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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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sample plot-based ⇒ Distribution range of stand-level

⇒ Bamboo species of stand-level ⇒ DBH class of stand-level

FIGURE 6. Statistics and distribution maps of bamboo stand-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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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boo ownership of stand-level ⇒ Distribution types of stand-level

FIGURE 6. Continued

후 본 연구 결과는 방치되어 있는 대나무 자원

에 대한 대나무 자원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자료

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내·외 정책 수요에 대

응하여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

다. 또한 국가단위의 대나무 자원 인벤토리 구

축을 통해 최종 목표인 대나무 숲의 건강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비정상적인 대나무 임분

의 정상적인 임분 전환 및 유지 기술 개발 및 

대나무 확산 유형 특성 구명에 따른 맞춤형 확

산 제어 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고밀도 바이오매

스, 신재생에너지, 식·약용 등 생산목표별 관리 

기술 개발 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방치되어 있는 대나무 자

원의 국내외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에서는 처음으로 산림공간정보와 현지표본점 자

료를 활용하여 자원 평가를 위한 인벤토리를 구

축하였다. 산림공간정보 및 현지표본점 조사자

료 간의 데이터 유형 및 스키마를 정의하고 자

원 평가를 위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

였다. 표본점 단위의 일반현황, 위치정보, 직경

급, 수고급, 토양정보, 면적 및 축적량 등의 기

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별, 전국 단위의 

자원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그 동

안 대나무 자원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부족으로 

국내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구축된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

책 입안을 하는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

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

한 인벤토리를 확대 구축하고 더 나아가 인벤토

리의 연계성 및 확장성과 이를 위하여 수집 관

리하는 통계 및 수치자료의 지속적인 자료 업데

이트를 통해 표준화가 완료된 통합 형태의 관리 

시스템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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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산림(Forest)의 정의(NIFOS, 2011)

1)  최소면적(Minimum area)이 0.5ha 이상, 

수고가 최소한 5m까지 자랄 수 있는 입목의 

수관밀도(Canopy cover)가 10% 이상인 토

지로서, 최소 폭(Minimum width)이 30m 

이상이어야 한다.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

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무가 제거되었지만 산

림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립목지와 

죽림을 포함한다. 

     단, 건물부지, 도로(국도, 지방도), 철도부

지 등 반영구적으로 산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정한 기준

치(Threshold)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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