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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전라도 지역의 주요 수종인 소나무와 편백의 흉고직경에 따른 우세목의 수고생장모델과 지위지수곡선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경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데이터는 맞춤형 조림지

도 제작을 위한 전라도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 3,055본(611개 표본점), 편백 3,345본(669개 표본점)에 대한 표고, 경

사도, 방위, 토양형, 우세목의 수고와 흉고직경, 수령 등을 측정하여 수집하였다. 전라도 지역 소나무와 편백에 대한 흉고직

경에 따른 우세목의 수고생장모델은 Petterson식, Michailow식, Log식을 이용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우세목의 수고생장모

델은 Chapman-Richards식, Schumacher식, Gompertz식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흉고직경에 따른 우세목의 수고생장모델

은 소나무와 편백 모두 잔차평균제곱의 값이 가장 낮은 Pettersosn식을 선정하였다. 연령에 따른 우세목의 수고생장모델은  

국가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Chapman-Richards식을 선정하였다. 지위지수의 추정을 위하여 기준임령(Base age)은 30년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소나무는 지위지수 6∼18, 편백은 지위지수 6∼22로 국가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위지수곡선에 비

해 매우 다양하게 지위를 추정할 수 있어, 현실임분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자료제공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a reasonable forest management plan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by developing a dominant tree height growth model using diameter at breast height 
(DBH) and site index curves for Pinus densiflora and Chamaecyparis obtusa growing in Jeolla-do. The altitude, slope, 
orientation, soil type, height and DBH of a dominant tree, and the ages of trees were measured for 3055 Pinus 
densiflora trees (611 plots) and 3345 Chamaecyparis obtusa trees (699 plots), and these data were used to develop 
a customized afforestation map. In the dominant tree height growth model, the relationship to DBH was used in the 
Petterson, Michailow, and log equations. Also, a dominant tree height growth model in relationship to age used the 
Chapman–Richards, Schumacher, and Gompertz equations. The Petterson equation, which has a lower mean square 
error, was used to model dominant tree height growth in relationship to DBH. In the model of dominant tree height 
growth in relationship to age, three kinds of equations were considered to have little statistical difference. Therefore, 
the Chapman–Richards equation was chosen for modeling on the national level. Thirtyyears was used as the base age,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for estimating the site index curves. In the results, a more varied range of site index 
family curves with 6–18 was developed for Pinus densiflora, and with 6–22 for Chamaecyparis obtusa. As the new 
site index curves indicated influences on growth of Pinus densiflora and Chamaecyparis obtusa, a reasonable forest 
management plan will be possible in the future for Jeoll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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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성공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 합리적인 산림경영

계획 수립은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임목의 생장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날의 산림경영 분야에서는 미래임분을 예측할 수 

있는 생장 및 수확모델(growth and yield model)을 개발

하여 산림경영에 이용해 오고 있다(Ahn et al., 2007). 

일반적으로 산림 생장모델은 크게 임분생장모델(forest 

stand growth model), 직경분포모델(diameter distribution 

model), 단목생장모델(individual tree growth model)의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Munro, 1974; Burkhart, 1990). 이러

한 모델의 수확량은 합리적인 산림경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데, 임지생산력(site quality)을 추정함으로써 예측

이 가능하다. 따라서 임지생산력은 매우 중요한 의사결

정 정보이다.

그 동안 임지의 생산력 추정 방법은 매우 다양한 형태

로 수행되어 왔다(Kim, 1987). 임지의 생산력을 지위라고 

하며, 이러한 지위의 추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위지수(Site index)에 의한 

방법은 생장 및 수확의 산정이 편리하고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며 높은 정확성으로 인해 여라 나라에서 임지의 

생산력 결정, 생장과 수확의 예측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Husch et al., 2003; Avery et al., 1994). 

지위지수는 기준임령(base age)에서 우세목(dominant 

tree) 또는 준우세목(co-dominant tree)의 수고로 정의되며

(Clutter et al., 1983; Philip, 1994; Laar and Akc a, 1997; 

Avery and burkhart, 2002; Husch et al., 2003) 지위지수의 

가장 큰 의미는 향후 수고생장의 가능성을 평가하여 임지

의 생산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Bailey and Clutter, 1974; 

Biging, 1985; Dyer and Bailey, 1987; Cieszewski, 2002). 

지위지수 추정방법에는 유도곡선법(guide curve method)

과 대수차분방정식(algebraic difference equation)방법이 

있다(Son et al., 1997).

이와 같은 지위지수의 중요성으로 인해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2012)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종을 대상으

로 전문적인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Chapman-Richard, 

Schumacher 모델을 이용한 지위지수곡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지위지수곡선은 전국단위 모델로 전국에 

대한 지위지수곡선을 제공할 수 있으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지위지수곡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

다. 이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위지수곡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도 지역의 주요 수종인 소나무

(Pinus densiflora), 편백(Chamaecyparis obtusa)를 대상으

로 흉고직경에 따른 우세목의 수고생장모델과 연령에 따

른 우세목의 수고생장모델을 개발한 뒤, 유도곡선법을 

통한 지위지수 모델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경영과 지속가

능한 산림경영체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조림지도 제작을 위한 전라도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수종인 소나무(Pinus densiflora)와 

편백(Chamaecyparis obtusa) 임분에서 20 m×20 m의 임

시표본점를 설치한 후 표준지에 대한 표고, 경사도, 방위, 

토양형을 측정하고, 표준지 내 우세목 5본에 대한 수고, 

흉고직경, 수령을 측정하여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소나무의 경우 611개의 임시표본점(3,055본), 편백의 

경우 669개의 임시표본점(3,345본)에 대한 데이터를 추

출하여, 흉고직경에 따른 수고생장모델과 지위지수곡선

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생성하였다.

2. 임분생장모델개발

1) 흉고직경에 따른 수고생장모델

일반적으로 임령 및 입지조건이 같은 한 임분 내에서

는 흉고직경()을 매개변수로 하는 수고-흉고직경곡

선식[]을 이용하여 수고를 추정한다(Ahn et 

al., 2007). 흉고직경에 따른 수고의 발달상태를 잘 나타

내는 식에는 Petterson식, Michailow식, Log식 등이 있으

며(Table 2), 본 연구에서는 위의 3식을 사용하여 SAS 

ver. 9.4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Number of Plot Ages () Height () DBH ()

Pinus densiflora 611 









Chamaecyparis obtusa 669 









Table 1. Status of Species in st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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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에 따른 수고생장모델

선행연구에 따르면, Kim(2015)은 수고생장은 밀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령만을 매

개변수로 하는 Chapman-Richards식을 이용하여 임분수

고생장모델을 개발하였다. 임령만을 매개변수로 이용하

는 추정식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은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도 임분밀도는 직경생장에 주로 영향을 주고 

상대적으로 수고생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을 고려하여 위의 3식을 사용하여 SAS ver. 9.4에서 모델

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3) 지위지수곡선

비선형최소자승회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유도곡선법

(guide curve method)을 이용하여, 지위지수곡선을 개발하

였으며. 유도곡선법(Guide curve method)은 동형(anamorphic)

의 지위지수방정식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며, 지위지수곡선

을 그리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정량화한 방법이다(Clutter et 

al., 1983). 

우세목의 수고자료로부터 유도된 우세목 곡선에서 임

령 대신 기준임령을 대입하면 지위지수를 의미하므로 지

위지수식이 유도된다. 유도된 지위지수식을 유도된 우세

목 곡선식으로 나누면 지위지수 추정식이 유도되고, 이

를 우세목의 수고에 대해 정리하면 지위지수, 기준임령, 

임령에 대한 다양한 우세목의 수고곡선을 유도할 수 있

다. 기준임령(Base age)는 30년을 사용하였다.

 

4) 통계적 검증

비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전라도 지역 소나무와 

편백의 생장모형의 검증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 SAS ver. 

9.4.를 이용하여 PROC NLIN 프로시저의 비선형 최소자

승 회귀(non-linear least squares regression) 분석을 실시

하였다. 생장추정에 대한 신뢰도(confidence)를 분석․비교

하기 위해서 모형의 추정편의(estimation bias of model), 

정도(precision), 실측치에 대한 추정치 잔차평균제곱(mean 

square errors; MSE),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도

식화를 통한 잔차 패턴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흉고직경에 따른 수고생장모델

1) 소나무

전라도 지역의 소나무 현실임분의 흉고직경에 따른 우세

목의 수고생장모델 개발을 위하여 Petterson식, Michailow식, 

Log식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3가지 함수식을 이용한 우세목의 수고생장모델을 분석한 

결과 잔차평균제곱의 값이 5.3522로 가장 낮은 Pettersosn식

을 선정하였다. 또한 모수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의 하한

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 합리성이 있고, 

폭이 좁은 것으로 보아 정도가 높은 모델인 것으로 분석

Figure 1. Location of plots. 

Equation name Equation Forms*
Petterson ∙

Michailow ∙exp
Log ∙ln

*=dominant tree height, =dominant tree diameter, 
exp=exponential function, ln=natural logarithm,   are 
coefficients to be estimated.

Tabel 2. General forms of projection equations applied to the data.

Equation name Equation Forms*

Chapman-Richards exp∙ 
Schumacher ∙ ∙exp
Gompertz ∙exp∙exp∙
*=dominant tree height, exp=exponential function,    
are coefficients to be estimated

Tabel 3. General forms of projection equations applied to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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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Petterson식에 대한 잔차를 분석한 결과 등

분산성(homoscedasticity)을 나타내고 있어, 전라도 지역 

소나무의 흉고직경에 따른 우세목의 수고생장모델은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라도 소나무의 수고와 흉고직경 관계는 평균수고생

장곡선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수고가 

점근선(asymptote)에 도달하는 시기는 흉고직경이 약 50 

㎝ 수고가 약 17.5 m인 것으로 분석되었다(Figure 2).

2) 편백

전라도 지역의 편백 현실임분의 흉고직경에 따른 우세

목의 수고생장모델 개발을 위하여 Petterson식, Michailow

식, Log식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3가지 함수식을 이용한 우세목의 수고생장모델을 분석한 

결과 잔차평균제곱의 값이 5.4411로 가장 낮은 Pettersosn식

을 선정하였다. 또한 모수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의 하한

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 합리성이 있

고, 폭이 좁은 것으로 보아 정도가 높은 모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Petterson식에 대한 잔차를 분석한 결과 

등분산성을 나타내고 있어, 전라도 지역 편백의 흉고직

경에 따른 우세목의 수고생장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된다.

전라도 지역 편백의 수고와 흉고직경 관계는 평균수고

생장곡선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수고가 점근선에 

도달하는 시기는 흉고직경이 약 60 ㎝ 수고가 약 20m인 

것으로 분석되었다(Figure 3).

Mean square error Parameter Estimate
95  Confidence limits

Lower Upper

Petterson 5.3522  1.0678 1.0400 1.0956
 0.00792 0.0069 0.00895

Michailow 5.3546  20.3231 19.1961 21.4501
 -12.3601 -13.7089 -11.0114

Log 6.0377  3.8049 3.7436 3.8661

Table 4. Non-linear squares MSE and parameter summary statistics for the three models fitted to the dominant tree height growth
model to DBH of the Pinus densiflora stands.

Figure 2. Dominant tree height growth model to DBH for 
Pinus densiflora.

Figure 3. Dominant tree height growth model to DBH for 
Chamaecyparis obtusa.

Mean square error Parameter Estimate
95  Confidence limits

Lower Upper

Petterson 5.4411  1.0658 1.0409 1.0908
 0.00642 0.00527 0.00757

Michailow 5.4630  22.2374 210276 23.4472
 -12.4409 -13.4726 -11.4091

Log 7.1954  3.8628 3.7925 3.9332

Table 5. Non-linear squares MSE and parameter summary statistics for the three models fitted to the dominant tree height growth
model to DBH of the Chamaecyparis obtusa stands.



韓國山林科學會誌 제108권 제3호 (2019)368 

전라도 지역 소나무와 편백의 흉고직경에 따른 수고생

장모델 분석 결과, 흉고직경의 생장이 증가할수록 연년

수고생장량이 점차 감소하는 패턴으로 생장초기에는 흉

고직경의 생장보다 수고생장이 빠르지만, 점근선에 가까

워질수록 흉고직경의 생장이 수고생장보다 빨라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림생장의 기본적인 이

론인 수고생장의 최고점이 흉고직경보다 빠른 결과를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 연령에 따른 수고생장모델

1) 소나무

전라도 지역의 소나무 현실임분의 연령에 따른 우세목

의 수고생장모델 개발을 위하여 Chapman-Richards식, 

Schumacher식, Gompertz식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3가지 함수식 중 Chapman-Richards식을 이용한 회귀분

석 결과, 잔차평균제곱의 값이 7.1720으로 낮게 나타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수추정치 역시 근사

적인 표준 오차 통계량이 낮게 나타났고, 잔차를 분석한 

결과 등분산성을 나타내고 있어, 전라도 지역 소나무의 연

령에 따른 수고생장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편백

전라도 지역의 편백 현실임분의 연령에 따른 우세목의 수

고생장모델 개발을 위하여 Chapman-Richards식, Schumacher

식, Gompertz식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3가지 함수식 중 Gompertz식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잔차평균제곱의 값이 6.474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현

재 국가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편백의 지위지수곡선은 

Chapman-Richards식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국가와의 비교를 위하여 잔차평균제곱의 값이 6.4757

로 나타난 Chapman-Richards식과 Gompertz식 간의 통계

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Chapman-Richards식으로 선

정하였다. 또한 Chapman-Richards식에 대한 잔차를 분석

한 결과 등분산성을 나타내고 있어, 전라도 지역 편백의 

연령에 따른 수고생장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Mean square error Parameter Estimate
95  Confidence limits

Lower Upper

Chapman-Richards 7.1720  17.1037 13.9757 0.0215
 0.0399 0.0075 2.5946

 1.0579 0.3248 47.9492

Schumacher 7.1710  10.1577 -4.9204 25.2357

 0.1501 -0.1776 0.4779
 -11.0072 -21.9885 -0.0258

Gompertz 7.1791  16.2664 14.5763 17.9564
 1.8699 1.0834 2.6505

 0.0574 0.0336 0.0812

Table 6. Non-linear squares MSE and parameter summary statistics for the three models fitted to the dominant tree height growth
model to age of the Pinus densiflora stands.

Mean square error Parameter Estimate
95  Confidence limits

Lower Upper

Chapman-Richards 6.4757  16.9236 15.4816 18.3657

 0.0697 0.0470 0.0924
 2.0879 1.2432 2.9325

Schumacher 6.4878  36.1406 -10.8631 83.1442
 -0.1003 -0.3988 0.1982

 -20.9028 -29.2415 -12.5641

Gompertz 6.4747  16.4250 15.3923 17.4576

 3.1694 2.2682 4.0706
 0.0857 0.0673 0.1040

Table 7. Non-linear squares MSE and parameter summary statistics for the three models fitted to the dominant tree height growth
model to age of the Chamaecyparis obtusa st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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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지역 소나무와 편백의 연령에 따른 수고생장모

델 분석 결과, 생장초기에 많은 성장을 보이며 연령이 증

가할수록 점차 완만해지며, 생장후반에는 수고생장이 거

의 이루어지지 않는 Sigmoid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생장초기에 많은 광량을 얻기 위한 입목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경생장보다 수고생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위지수곡선 개발

1) 소나무

전라도 지역의 소나무 임분의 연령에 따른 수고생장모

델 중 Chapman-Richards식을 이용하여 개발한 지위지수 

추정식을 대수차분방정식(algebraic difference equation)

의 형태로 변형하여, 우세목의 수고, 기준임령 및 임령을 

이용하여 지위지수곡선을 산출한 결과는 Figure 4와 같다.

현재 국가수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나무의 지위지수

곡선은 Figure 5와 같다.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용재수종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은데 비해, 국가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나무의 지위지수곡선은 10, 12, 14, 16

의 범위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위지수곡선은 6, 8, 10, 

12, 14, 16, 18으로 더 다양하게 추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라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나무의 지

위지수곡선은 현재 우리나라 소나무의 지위지수곡선이 

나타낼 수 없는 6, 8, 18을 추정할 수 있어, 지위지수 ‘하’

와 ‘상’의 다양한 범위를 추정할 수 있음에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 편백

전라도 지역의 편백 임분의 연령에 따른 수고생장모델 

중 Chapman-Richards식을 이용하여 개발한 지위지수 추

정식을 대수차분방정식의 형태로 변형하여, 우세목의 수

고, 기준임령 및 임령을 이용하여 지위지수곡선을 산출

한 결과는 Figure 6과 같다.

현재 국가수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편백의 지위지수곡

선은 Figure 7과 같다. 편백은 우리나라의 주요 조림수종

으로 매년 편백의 조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

할 때 정확한 임지생산력의 추정이 중요하다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편백의 지위지수곡

Figure 4. Site index curves for Pinus densiflora developed 
in this study.

Figure 5. National site index curves for Pinus densiflora used 
in national scale.

Figure 6. Site index curves for Chamaecyparis obtusa 
developed in this study.

Figure 7. National site index curves for Chamaecyparis 
obtusa used in nation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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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12, 14, 16의 범위만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임령 80

년까지도 점근선이 나타나지 않아 편백의 생물학적 특징

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위지수곡선은 6, 8, 10, 12, 14, 

16, 18, 20, 22로 국가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위지수

곡선에 비해 매우 다양하게 추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전라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편백의 지위지수

곡선으로 ‘상’, ‘중’, ‘하’를 더 다양하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현장에 직접 적용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전라도 지역 소나무와 편백의 지위지수곡선 개발 결과, 

국가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위지수곡선에 비해 다양

하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와 국가의 지위지수 그래프 모

양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위지수곡선이 전라도 

지역의 지리적 특성, 환경적 특성의 영향을 받은 임분의 

우세목을 자료로 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Petterson식을 이용한 흉고직경에 따른 수고생장모델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와 편백의 흉고직경의 생장이 증가

할수록 연년수고생장량이 점차 감소하는 패턴으로 생장

초기에는 흉고직경의 생장보다 수고생장이 빠르지만, 점

근선에 가까워질수록 흉고직경의 생장이 수고생장보다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평균수고생장

곡선 패턴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장초기에는 광량을 위한 

입목 간 경쟁으로 수고생장이 빠르고, 생장초기 이후 점

근선에 가까워질수록 임분밀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흉고직경의 생장이 빨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에 따른 수고생장모델은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Chapman-Richards식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유령기

의 경우 빠른 수고생장을 보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

차 완만해져, 장령기로 갈수록 수고생장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는 Sigmoid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령기의 입목 간 광에 대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

고생장을 빠르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숲가꾸기 및 간벌 등을 통하여 유령기에는 많은 

양의 햇빛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중·장령기에는 충분

한 생육공간을 확보하여 광량과 생육공간에 대한 스트레

스를 낮춰준다면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우

량대경목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전라도 지역 소나무와 편백의 지위지수곡선 개발 결과

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위지수곡선이 국가수

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위지수곡선에 비해 다양하게 나

타났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용재수종인 소나무와 주요 

조림수종인 편백의 지위지수를 다양하고 정확하게 추정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라도 지역

의 지리적 특성, 환경적 특성의 영향을 받은 임분의 우세

목을 자료로 개발했기 때문에 전라도 지역 현실임분의 

정확한 임지생산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산림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

로 경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흉고직경에 따른 수고생장

모델과 지위지수곡선은 전라도 지역의 주요 수종인 소나

무와 편백의 생장패턴과 임지생산력을 추정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의 합리적인 경영과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체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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