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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 온실가스 증가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수반하여 인간

의 보건 역에서 많은 악 향을 미치고 있다.국제사회는 이러한 지구온난화

의 경향성을 이기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지정될 정이며,이에 온실가스의 감축노력은 필

연 인 사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InformationSystem,GIS)과 원격

탐사(RemoteSensing,RS)를 이용하여 경기도 남양주시와 가평군 산림지역

의 지상부 산림바이오매스 추정을 통하여 연구 지역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첫 번째로 국가산림자원조사(NationalForestInventory,NFI)자료만을

이용하여 산림의 바이오매스를 산정한 결과 남양주시의 침엽수림,활엽수림,

혼효림의 바이오매스량은 각각 532,449톤(ton),1,086,437톤(ton),477,400

톤(ton)으로 산정되었으며 가평군의 산림은 2,024,161톤(ton),2,172,875톤(t

on),237,716톤(ton)의 바이오매스가 산정되었다.산정된 산림바이오매스가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은 남양주의 산림에서 침엽수림이 976,157tCO₂,활엽

수림이 1,912,129tCO₂,혼효림은 857,729tCO₂의 양을 흡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 가평군의 산림에서 흡수된 이산화탄소량은 침엽수림에서 3,710,

962tCO₂,활엽수림에서 3,824,260tCO₂,혼효림에서 427,096tCO₂로 추정

되었다.

두 번째로 성 상(Landsat5-TM)을 이용하여 증감량을 고려하여 산정

된 바이오매스량은 남양주시의 침엽수림이 504,387톤(ton),활엽수림 986,94

4톤(ton),혼효림이 922,124톤(ton)으로 산정되었으며,가평은 각각 2,031,05

2톤(ton),2,195,716톤(ton),435,933톤(ton)의 바이오매스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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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바이오매스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남양주시 산림의 침엽수림이 924,

711tCO₂,활엽수림이 1,737,021tCO₂,혼효림에서 1,656,750tCO₂의 이

산화탄소가 흡수되었고 가평군의침엽수림,활엽수림,혼효림에서는 각각 3,72

3,595tCO₂,3,864,461tCO₂,783,226tCO₂를 흡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포스트 교토체제를 맞이하여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이행국이 될 한민

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림 이산화탄소 흡

수량 산정 방법론은 기존의 NFI자료만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하는 것 보다 국제 인 수 의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구체 인 방법론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

주요어 :기후변화,원격탐사,산림바이오매스,Landsat5-TM,국가산림자

원조사,이산화탄소 흡수량

학번 :2007-2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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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  배경 및 필요

기 온실가스의 농도 증가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지구

표면 온도 역시 지속 인 상승 추세에 있다. 기 이산화탄소량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세계 으로 해수면 상승,생물종의 손실,태풍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으며,이로 인해 2100년까지 세계 GDP의 5∼20%에

달하는 경제 피해가 상되고 있다(Joetal.,2010). 재 지구상의 이산화

탄소를 이기 해서 다양한 CCS(CarbonCaptureandStorage,CCS)연구

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직 실용

화가 될 만한 단계라고 볼 수 없다(Huhetal.,2008).최근 산림 바이오매스

는 이산화탄소의 주요 흡수원으로써 지상 탄소량의 부분을 장하고 있고,

친환경 바이오에 지의 확보와 지구 환경문제 해결과 련한 국제사회의

심을 증 시키고 있다. 한 선진국에 법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

축의무를 부여하게 될 Post-Kyoto체제를 맞이하여 산림활동에 따른 온실가

스 감실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이러한 이행실 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정

해진 지침에 따라 각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배출을 모니터링하고 일정

한 오차 범 를 갖는 이산화탄소 흡수배출 추정치를 작성/보고해야 함을 명

시하고 있다.이러한 배경으로 보았을 때 선진국 수 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

토리를 작성할 때 선진국은 2005년부터 기후변화에 한 정부간 의체

(InternationalPanelonClimateChange,IPCC)가 2000년 2003년에 작성

한 우수실행지침(GoodPracticeGuide,GPG)을 의무 으로 사용하고 개발도

상국은 가능한 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인벤토리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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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함에 있어서 국가인벤토리보고(NIR),공통보고양식(CRF)의 기 을 따르

도록 명시하고 있다(Paiketal.,2009).

산림에 장된 탄소량의 정보에 한 국제 인 요구에 응하기 한 국

외 연구로는 LIDAR 성 상을 이용한 산림바이오매스의 산정(Genevieve

etal.,2005),1989년 이후 조성된 산림지역을 2008년 성 상을 이용하여

탄소 순 발생량의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연구(Beetsetal.,2011)등이 있

다.국내 연구로는 산림 탄소 장량 추정에 보편 으로 이용되고 있는 회귀

모델과 kNN(k-NearestNeighbor)알고리즘을 사용한 충북 단양군 산림탄소

장량을 추정 한 연구(Jungetal.,2010),Landsat 성 상과 비율 상을

용한 산림바이오매스 추정연구(Yooetal.,2011),제5차 NFI자료를 이용

하여 북 무주군을 상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추정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Yim etal.,2009). 재 국내외에서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응하기 하여

산림 산림바이오매스 추정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민국은 선진국 수 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과 교토의정서

의무당사국 지정에 비한 산림 탄소배출권 인정 요건 충족을 해서는

IPCC가이드라인을 기 로 한 산림부문의 체계 인 탄소계정 구축이 필요

하며 이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1.1.1  산림 원 사

미국은 국가산림조사에서 5년 주기의 매년조사체계를 갖고 있고, 국에

각 약 5km의 132,800plot을 설치하여 조사하고 있으며,지형의 특성에 따라

권역별 조사면 의 차이가 있다.2004년 말 재 조사 의 국 총 정규직원

수는 370여명이며 5년의 조사기간 동안 약 28만 명(56,000명/년)의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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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한다.

일본은 5년 주기의 매년조사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국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4km 간격의 계통추출법에 의해 15,700plot을 설치하여 조사하고 있

다.표본 당 조사비용은 한화 약 190만원으로 국 고정표본 총 조사비

용은 5년간 300억이 쓰이고, 지조사에는 연간 약 1만여 명의 인력을 소요

하고 있다.

캐나다는 산림조사 표본을 20km 간격으로 임의 추출하여 권역별로 최

소 50개의 표본 이 배치되도록 설계하여 항공사진표본 (2km*2km)내에 지

상표본 을 설치하고 조사한다.

국토의 70%이상이 산림인 핀란드의 산림조사 주기는 10년이며 국

에 7km간격의 트랙을 계통 추출/배치하여 조사한다(국립산림과학원,2006).

1.1.2 내  산림 원 사

재 국내 국가산림자원조사(NationalForestInventory,NFI)는 국

산림을 과학 인 방법으로 조사/평가하여 산림자원기본통계를 확보하고 변

화를 주기 으로 악함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 제공을

목 으로 하고 있다.이는 국의 산림 약 640만 ha를 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통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4,008개의 고정표본 을 국 산림에 배치

하여 5년을 주기로 조사하며 4008개의 국 고정표본 20%를 매년 조

사하여 산림통계를 작성한다.조사 상지역은 최소 면 이 0.5ha이상,수

고가 최소 5m 까지 자랄 수 있는 임목의 수 도가 10% 이상인 토지로서

최소 폭이 30m 이상인 산림지역을 상으로 하고 있다.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는 임목자원 환경,산림생태 등의 정보와 임분 상태,고사목,피해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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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탄소량 등이다(국립산림과학원,2006).

표본 의 집락구조는 아래와 같으며 각각의 부표본 에 한 치와 명

칭을 나타내었다(Table1,Figure1).

Figure 1. Structure of plots

구  분 치 명 칭

Subplot1 원 S1표본 ( 앙표본 )

Subplot2 정북(0°) S2표본

Subplot3 방 120° S3표본

Subplot4 방 240° S4표본

Table 1. Name of subplot

고정표본 은 4개의 부표본 으로 구성된다.원 을 심으로 정북,120,

240의 세 방향에 부표본 을 설치하고 그 거리는 50m이다.각 부표본 의

번호는 앙이 1번 상단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2,3,4번이 차례로 번호가

부여된다(국립산림과학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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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내 산림 원 사  한계

1970년 이후 국내 산림자원 조사기구의 축소개편으로( 재 산림조사

담당인원:10명) 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과학 인 산림조사가 어려운 실

정이며 행 산림자원조사는 산림변화 경향의 주기 악이 불가능하다.기

후변화 시 에 국제사회의 산림환경 통계정보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국가

산림통계 기반이 취약하여 국가산림자원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공표되는 임

업통계연보의 임목축 등의 자료는 실정보를 충분히 반 하지 못하여 신

뢰성,정확성,일 성,반복성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Kim,2010).

경제 력개발기구(OECD)에서 국제사회의 환경 경제 기에 응하

기 한 산림통계 항목 작성을 한 핵심 지표들은 아래 표와 같으며(Table

2)우리나라의 산림자원조사는 이 지표의 약 20%를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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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산림환경통계항목(8개) 세부 항목(106개) 비고

1

A 임상별 산림면
침엽수림,활엽수림,혼효림의 면

정보

 
세부항목
106개

20개

항목

충족

B
이용/ 리/보호별
면

목재 공 림,보호림,휴양림,자
연보 지역,국립공원,천연기념
물,야생동식물 서식지 종
리지역,육지 해양경 보호지,
자원 리 보호지역 등의 면 정
보

2

2A산림면 의 균형 :
순 토지변화

산림 증감량 도입수종의 조림
면

2B
산림면 의 균형 :
내부 교란

벌채 산림피해에 의한 일시
제거 조림 수종에 의한 산림
의 갱신

3

3A임목축 과 생체량

목재 생산림의 임목축

비목재 생산림의 임목축

그루터기를 포함한 목질계 생체
량,기타목질계 생체량

3B주요수종별 임목축
그루터기를 포함한 목질계 생체
량,기타목질계 생체량 임상별
외래수종과 고유수종의 구분

4
임목축 의 성장과
고갈

자연재해에 의한 벌채량,순벌채
량,자연손실량,총 증가량,순변
화량

5 소유별 산림면 공유림,원주민소유림,사유림

Table 2. OECD National Forest Inventory data( 립산림과학원, 2006)

교토의정서에서는 정보 요구 상지에 한 온실가스 통계 추정치는 물론

통계상의 불확정도의 평가 자료와 제3자에 의한 검증을 한 상지 치정

보를 함께 요구하고 있지만, 재 국내에서는 매년 산림청에서 공표하는 임

업통계연보를 토 로 국 산림에 해 기후변화 약 상의 온실가스 통계만

을 추정하고 있다.탄소배출권 확보를 해서는 교토의정서 요구사항을 수용

할 수 있는 새로운 산림자원조사 방법론의 마련이 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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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  목

기후변화 시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하여 산림바이오매스량을

추정하여 해당 산림의 탄소 장량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하는 것

은 국가단 와 지구 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감소 계획 수립과 지구온

난화방지 미래의 기후변화를 측함에서 매우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Fehrmannetal.,2008). 재 한민국의 국가 인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하기 하여 악이 선행되어야 할 산림자원의 총량은 통계 인 추정을

이용하여 통계상의 오차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Kim,2010).

이에 본 연구는 산림바이오매스의 추정을 하여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InformationSystem,GIS)과 원격탐사(RemoteSensing,RS)를

이용하 다.이는 기후변화 시 의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한 국가단

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있어 반복 인 검증이 가능하며 높은 정확도

와 객 성을 구비한 온실가스 흡수 정보 마련에 방법론을 제시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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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방법

2.1 상  용한 지상  산림바 매스  추

2.1.1 연  상지 

연구 상지역으로 한민국 경기도 남양주시와 가평군을 선정하 다.

연구 상지역은 경기도 동부 북한강 유역권에 치하며 산지 지형이 복잡

하다. 상지의 총 면 은 130,190ha이다.남양주시는 동경 127°05′∼127°3

1′,북 37°31′∼37°41′에 치하며 가평군은 동경 127°16'∼127°37',북

37°14'∼38°03'이다(Figure 2).연평균 기온은 11.7℃,평균 강수량

1280mm이다(남양주시청,2006;가평군청,2006).

Figure 2.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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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연  재료

2.1.2.1 가산림 원 사 료

우리나라의 산림조사는 1972년에 처음 시작되어 3년 는 10년을 주기

로 실시되고 있다. 재 산림자원조사는 가 이동평균법을 용하여 실시되

고 있다.표본 개수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하는 가 이동평균이란,기 시

과 인 한 n개의 측 값의 평균을 구할 때 사용되며 추세의 변동을 알

수 있도록 구간을 옮겨가면서 얻게 되는 평균을 말한다.가 이동평균은 인

구통계,작물의 연도별 생산량 변화,경제 분석 등 시계열 분석에서 주로 사

용되며 가 이동평균에서 가 치는 Eq.(1)과 (2)에 의해 계산된다.한해에

조사되는 표본 의 개수가 같을 때는 각각의 연도에 동일한 가 치를 용

하고 한 해에 조사되는 표본 의 개수가 다를 경우에는 체 표본 개수에

서 그 해에 조사된 표본 개수의 비율만큼 가 치를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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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상 으로 모집단이 작은 소면 시

/군/구 다양한 표본층에 한 산림통계량이 생산되어야 한다.따라서

면 표본설계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소면 산림통계량을 산출하

기 해서는 소면 추정법을 용해야 한다.소면 시/군/구 표본층의

산림통계량 추정을 한 산출체계는 그림과 같다(Figure3,산림청,2010).

Figure 3. Statistical system of small area assumption    

통계량 산출을 한 표본 의 개수가 으면 시/도 단 별로 산출된 표본

별 면 과 임목축 을 참값으로 가정한 비추정법(RatioEstimator)을 용하

는 복합추정법이 이용되고 있다(산림청,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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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행 역도

행정구역도와 수치임상도는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하여 상호 동일

한 지도측지계(GeodeticSystem)를 갖도록 좌표 변환(CoordinateTransform

ation)을 수행하 다.

2.1.2.3 수 상도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림자원조사(NFI)에 의하여 제작된 제4차 임상도를

이용하 다.수치임상도는 산림 리에 필요한 지형,토양,산림 리구획 등

다른 도면자료와 함께 산림지리정보시스템(ForestGeographicInformation

System)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임업진흥원,2006).

수치임상도는 국토를 상으로 750도엽이 제작되었다.임상의 구분은

면 이 0.5ha이상인 임목지만을 상으로 하며 국 1:25,000도엽별 임상

주요 수종에 한 ,경 , 도를 GIS상에서 열람 할 수 있음을 기본

으로 하며 수치임상도의 속성구조는 아래 표와 같다(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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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 FieldType Width Output
width Description

SANG String 2 2 임상 정보

KUNG
Short

Integer
2 2 경 정보

YUNG Short
Integer 2 2 정보

MILDO String 2 2 소 도 정보

YEAR Short
Integer 4 4 재해년도

SHAPE_LENGTHDouble 8 8 Perimeter

SHAPE_AREA Double 8 8 면

Table 3. Attribute table of stock map

연구 상지인 경기도 남양주시와 가평군의 행정 구역도 내에 포함 되는

모든 도엽은 아래 그림과 같다. 가평(377033),마석(377061),국수(377064),

연하(377023),도평(387144),상천(377024),신 (377073),청평(377062),기산

(377021),모곡(377071),목동(377031), 목(377022),양수(377063),마석

(377061),덕소(377054),양지(377052),의정부(377051),연하(377023),송우

(377014),청평(377062)의 총 20개 도엽이 이용되었고 모든 도엽을 병합

(Merge)한 후 TM좌표체계를 갖는 행정구역도를 이용하여 취하고 사용

하 다.도엽상의 무림 목지(Un-Stocked)에 해당하는 지역인 벌채 지,미립

목지,황폐지,목장,경작지,제지,수체,임간나지,해당 없음은 제거하여 사

용하 다(Figure4).



- 13 -

Figure 4. Whole stock map after me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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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자기 형태의 물질 고유 장을 방

사한다.이들은 태양의 빛에 지를 받아 표면의 특성을 반 하는 물체 고유

의 장을 방사한다.원격탐사는 이러한 물리역학 인 특성을 이용하여 물리

인 이나 탐사 없이 지상물체의 특성을 악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지표면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특성을 탐지하여 분류/분석하는 역이

주를 이룬다(Parketal.,2006).

LandsatProgram은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지구 측 성 시스

템으로 미항공우주국(NASA)의 지구자원탐사 성(EarthResourcesTechnol

ogySatellite,ERTS) 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1972년 이후부터 지

구 역의 자료를 획득하고 있으며 재 Landsat7호기가 운용 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Landsat5-TM 상은 Landsat5호기에 부착되어

있는 TM-Sensor(ThematicMapper)를 이용하여 촬 된 상이다.TM센

서는 가시 선,근 외선, 외선 열 외선 역에서 반사되거나 복사

되는 에 지를 기록하는 학센서 시스템이다.이는 Landsat4호와 5호에

탑재되어 있으며 비교 넓은 지역의 지표 식생분석에 빈번히 이용된다(Gill

etal.,2006).

지표 산림 탄소량은 계 의 변화와 계없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므로

성 상을 이용한 산림바이오매스 추정 시 계 에 따른 경향은 없을 것으

로 단된다(Jungetal.,2010).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FI데이터와 동일

시 의 상 가장 화질이 좋고 촬 당시의 기 상태가 안정되었던

2006년 9월의 13일의 상을 분석에 사용했다(Figure5). 

성 상의 화소를 연구자의 목 에 맞게 분류하는 방법에는 감독분류(su

pervisedclassification)와 무감독분류(Non-supervisedclassification)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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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감독분류란,분 학 특성을 알고 있는 심지역(RegionOfInterest,R

OI)을 지정하지 않고 상의 총 픽셀을 n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라는 지시에

따라 일정한 분 특성을 지닌 픽셀들을 그룹으로 나 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감독 분류란,지표면 피복유형을 정확히 악할 수 있

는 심지역을 기 으로 하여 그 지역과 분 특성이 유사하거나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 원하는 지역의 모든 픽셀의 분 정보 특성을 분류하는 일

련의 과정이다(Jeonetal,.,2003).

Figure 5. Original satellit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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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프트웨어

성 상의 좌표정의(Projection-Define),지형처리(Geo-processing),File

GDB생성변환(Projection),수치임상도와 시/군/구 지형도의 첩(Overlappi

ng) 병합(Merging)등의 지리정보 처리는 ESRI사의 Arc-Map10.0와 Ar

c-Catalog를 사용하 다.

Landsat-5 성 상의 분류와 분석 그리고 정확도 분석은 ITT사의 ENVI

4.8을 이용하 다.ENVI는 ImageProcessingTool로써 성에서 촬 된

상의 이미지 읽기,탐색,분석,추출된 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장비이다.ENV

I는 이미지 로세싱과 데이터 시각화를 해 개발되었으며 Panchromatic-S

pectrum,Multi-Spectrum,3DSpectrum,RADAR,Temperature등의 원격

탐지 장치로부터 획득된 다양한 이미지 형식을 지원하며 이들의 분석에 사

용된다.

2.1.3 수 상도  용

수치임상도의 속성 정보는 해당지역을 피복하고 있는 폴리곤에 나타나 있

으며 이 임상 정보는 아래와 같이 18가지로 분류 되어있다(Table4).총

18개의 개별 수종을 침엽수림(Coniferous),활엽수림(Non-Coniferous),혼효

림(Mixed)의 3단계 임상으로 분류하여 임목축 의 추정에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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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iferous Non-Coniferous Mixed

Forest
type

침엽수림
소나무림
소나무 인공림
잣나무림
낙엽송림
리기다 소나무림
삼나무림
편백나무림
나무

침엽수 인공림

활엽수림
참나무림
참나무 인공림
포푸라림
밤나무림
활엽수 인공림

침·활 혼효림
죽림

Table 4. Standard of classification

2.1.4 상  

2.1.4.1 상  처리(Pre-Processing)

수치 지형도와의 첩이 가능하도록 방사보정과 기하보정,정사보정, 기

보정을 수행 하 다.

첫째 방사보정이란,센서에 의해 측되는 자기 가 센서와 지표물체간

의 기하학 계,지형의 경사,그림자 효과 등이 일으키는 왜곡의 오차를

바로잡는 작업이다.이에는 회귀분석,Band-Ratio,통계치 보정,히스토그램

매치,Drop-Line보정 등의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한 상 방사 정규화(Normalization)는 Eq.(3)에 의해 수

행 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식생의 분포나 성장에 많이 용한다(Ahnet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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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mk·Sk+bk (3)

여기서,

Sk:S이미지의 k번째 밴드 화소 값

S’k:정규화 된 화소 값

mk:정규화 계수(Slope)

bk:정규화 계수(Intercept)

mk=Reference 상 화소 값의 Variance/주 상 화소 값의 Variance

bk=Reference 상 화소 값의 Mean– mk*주 상 화소 값의 Mean

두 번째,인공 성에서 촬 한 성 상은 성자체의 자세,지구의 곡률,

성의 진행방향, 측기기의 오차,지구 자 향 등에 의해 향을 받게

되어 실제 지형의 경향과 비교했을때 그의 오차가 발생한다.기하보정은 이

러한 오차를 바로잡는 작업이며 성 상과 첩이 필요한 주제도와의 정확

한 정보 교류를 하여 상호 일치된 투 법을 갖게 함을 포함한다.이에는

수학 다항식 모델링을 사용하여 센서의 특성,지상 기 에 의한

Resampling등이 주로 이용된다(Ahnetal.,2004).

세 번째로 정사보정은 성 상에 촬 된 모든 지형지물이 수직에서 촬

된 효과를 얻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본 연구의 상은 체 상 매우

작은 부분이므로 생략하 다.

마지막으로 기권에서는 반사,산란,흡수,투과 등에 의한 자기 의 상

호작용이 다수 존재하며 이로 인해 성의 센서와 측 상물의 자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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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이 일어난다.이러한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기 보정이며 성 상 촬

순간의 기 환경(태양 천정각,태양 고도각,촬 지역과 태양의 거리)을

고려하여 수행한다.이에는 주로 QUAC,FLASSH가 사용되며(Leeetal,.

2005)본 연구에서는 QUAC을 사용하여 처리를 수행하 다(Figure6).

Figure 6. QUAC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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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상  

본 연구에서는 비식생 지역을 심지역(RegionOfInterest,ROI)으로 설

정함에서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한 도심지역과 수권지역을 심으로 ROI를

설정하 고 이를 기 으로 분 특성 분류를 수행하 다.

연구 상 지역의 순수 임목지역 산림정보 DB구축을 한 심지역의 설

정에서 수치 임상도의 행정경계와 첩지역이며 ROI설정이 어려운 지역의

Reference로는 ®를 이용하 다(Figure 7).

Figure 7. Classification reference u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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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흡수

역(㎛)
역 특징

Ⅰ 0.45-0.52 Blue
물에 한 침투력이 우수하며 식생지역과

토양 암석지역 간의 구분이 가능하다.

Ⅱ 0.52-0.60 Green

물의 혼탁한 정도에 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상상의 불모지나 도심지,도로

등은 밝게 나타나며 식생지역은 비교

어둡게 나타난다.

Ⅲ 0.63-0.69 Red
부분의 토양지역 엽록체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서 많은 반응을 보인다.

Ⅳ 0.76-0.9 Near-IR

식생의 변화 상태의 구분을 해 사용

되며 토양이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상태

악에 용이하다.

Ⅴ 1.55-1.75 Mid-IR
산림과 경작지( /답)와 수권을 구분하며

식생의 습윤도에 민감하다.

Ⅵ 10.4-12.5 Thermal

지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복사에 지의

양을 측정하여 지표면의 온도 악에 이

용된다.

Ⅶ 2.08-2.35 Mid-IR

토양과 물을 정확히 구분해내며 물이나

특정 암석에 고유한 반사 값을 가지므로

물탐사와 암석 성분 악에 주로 사용

된다.

Table 5. characteristics of Landsat-5 TM bands (Jenson et al., 2007)

2.1.4.3 식생 활 도 (NDVI) 

Landsat-5에 탑재되어있는 센서의 종류는 그림과 같으며 탐사의 주제에

따라 특정 밴드들의 조합을 통하여 분석에 사용된다(Tabl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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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VI란 정규식생지수(NormalizedDifferenceVegetationIndex,NDVI)로

써 지표에 존재하는 식생의 활력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비식생 지역에 가까

울수록 0이하의 값을 나타내고 식생의 활력이 높은 지역일수록 반 의 양상

을 나타낸다.NDVI는 색밴드와 근 외선 밴드간의 조합을 통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Eq.(4)에 의해 Landsat-5TM의 3번 밴드와 4번 밴드의 조합으

로 계산될 수 있다(Naetal.,2009).

이는 원하는 시기의 식생 확장량,분포 는 환경에 따른 생태 변화 주기

모니터링 등에 이용할 수 있다.

NDVI=(R3-R4)/(R3+R4) (4)

2.1.5 차 평가

성 상의 분류의 오차 평가 주요 기법인 SupportVectorMachine(SV

M)을 이용하 다.SVM 기법에 의해 분류된 결과는 오차행렬(ErrorMatrix)

평가에 의한 사용자 정확도(UserAccuracy),생산자 정확도(Producer'sAcc

uracy),카 계수(KappaCoefficient)를 분석하여 오차평가를 수행하 다(Da

videtal.,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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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림바 매스  산화탄  흡수량 추

2.2.1 산화탄  흡수량 추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추정 시 선행되어야 하는 바이오매스를 추정

함에서 IPCC의 우수실행지침(GoodPracticeGuidance,GPG)에서는 탄소축

량 조사를 한 산림 바이오매스 추정방법으로써 국가별 산림통계상의 임

목축 을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IPCC,2003).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추정하기 해서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추정이 선행되어야 한다.이

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시 산림 바이오매스 추정에 필요한 수종별 ㏊당 임목

축 (㎥/㏊)은 임업통계연보(산림청,2007)의 수종별 산림면 (㏊)임목축

(㎥)을 이용하여 추정하 고 박동균 등의 연구에 의하면 산림계정 환산 시

혼효림의 임목 조성은 각 임상별 혼효율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

으므로 본 연구 한 혼효림의 임목축 이 침엽수림 활엽수림이 임상

별로 동일한 비율을 가진다고 가정하여 추정에 이용하 다(Kimetal.,2009,

Parketal.,1997).

2010년 산림과학원에서는 국제산림통계의 정확성에 한 요구에 부응하

기 하여 주요 수종별 국가 고유 탄소배출계수를 개발하 다.이에 본 연구

에서는 새로 개발된 국가고유의 수종별 탄소배출계수를 용하여 탄소 장

량 산정에 있어 정확도를 높 다.Eq.(5)를 사용하여 임업통계상의 정보 혹

은 성 상과 수치임상도의 첩을 통해 산정된 임목축 과 국가 고유의

임상별 기본목재 도에 바이오매스확장계수를 용하여 연구지역의 산림바

이오매스를 산정한다.여기서 산정된 산림바이오매스에 Eq.(6)에서 국가고

유의 수종별 탄소 환 계수를 곱하면 해당지역의 체 임목에 포함된 총 탄

소의 양을 추정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Eq.(7)에서 탄소 장량에 Mole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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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D(t/m³) BEF CFC

Coniferous 0.44 1.46 0.50

Non-Coniferous 0.61 1.36 0.48

Mixed 0.53 1.41 0.49

Table 6. Basic wood density, biomass expansion factor and conversion 

factor of carbon

Weight비율인 44/12를 용하면 연구 산림지역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

정할 수 있다(Lehtonenetal.,2004).

ForestBiomass(t)=Growingstock(m³)xBasicWoodDensity(t/m³)

x BiomassExpansionFactor (5)

Carbon Storage(tC)= ForestBiomass(t)x Conversion Factorof

Carbon (6)

AbsorptionofCO₂(tCO₂)=CarbonStorage(tC)xMolecularWeight

Ratio (7)

추정식과 산정식에 사용된 각종 계수는 아래와 같다(tabl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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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iferous Non-coniferous

ForestArea(ha) 193,456 186,543

ForestStock(㎥) 16,739,003 16,628,654

Table 7. Forest stock data about each area and forest type at Gyeonggi-do

산정된 면 (ha)정보를 바이오매스의 산정을 한 부피(㎥)정보로 환

하기 하여 2006년의 임업통계연보의 경기도 주요 수종별 산림면 임

목축 황을 이용하여 환산한 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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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GIS 반 산림바 매스 보 축

3.1.1 산림 보 DB 축 및 상  

3.1.1.1 NFI 료  용한 산림  산화탄  흡수량 산

NFI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지역의 산림면 과 산림바이오매스,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하 다(Table7).산림면 은 남양주에서 침엽수림이 9,582ha,

활엽수림 14,698 ha,혼효림은 7,276 ha로 산정되었다. 한 가평군의

침엽수림은 36,427 ha,활엽수림은 29,396 ha,혼효림은 3,623 ha로써

연구 상 지역의 총 산림 면 은 101,002ha로 산정 되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남양주의 침엽수림에서 532,449톤(ton),활엽수림에서

1,086,437 톤(ton),혼효림에서 477,400 톤(ton)이 산정되었고 가평군의

침엽수림은 2,024,161톤(ton),활엽수림은 2,172,875톤(ton),혼효림은 237,

716톤(ton)으로 산정되었다.

연구지역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남양주시의 침엽수림에서 976,157tCO₂,

활엽수림에서 1,912,129tCO₂,혼효림에서 857,729tCO₂이며 가평군의 침

엽수림에서 3,710,962tCO₂,활엽수림에서 3,824,260tCO₂,혼효림에서 427,

096tCO₂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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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Type

Forest
Area
(ha)

Forest
Biomass
(ton)

Absorptionof
CarbonDioxide
(tCO₂)

남양주

Coniferous 9,582 532,449 976,157

Non-Coniferous 14,698 1,086,437 1,912,129

Mixed 7,276 477,400 857,729

Sub-Total 31,556 2,096,286 3,746,015

가평

Coniferous 36,427 2,024,161 3,710,962

Non-Coniferous 29,396 2,172,875 3,824,260

Mixed 3,623 237,716 427,096

Sub-Total 69,446 4,434,752 7,962,318

Total 101,002 8,389,608 11,708,333

Table 8. Attributes and statistics data using NFI data

3.1.1.2 원격탐사  용한 산림 산화탄  흡수량 산

인공 성 상을 이용하여 분석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NFI자료 즉,임상

도상에서 식생이 존재하는 곳으로 나타났지만 성 상 상에는 비식생 지역

으로 탐지되어 해당 지역의 면 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최종 이산화탄소 흡

수량의 감소로 이어진다.

임상도 상에서는 비식생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성 상의 분석

결과 해당 지역에 식생이 탐지되어 식생이 분포한다면 이는 산림 바이오매

스량의 증가에 해당하며 이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증가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 표의 첫 번째 열의 면 정보는 임상도 상에 식생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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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찰된 비식생 지역을 감소시킨 면 이다.첫 번째

로 남양주의 침엽수림에서 155ha,활엽수림에서341ha,혼효림(MixedⅠ)에

서 226ha로 탐지되었다.반면에 비식생 지역에서 탐지된 식생 지역의 면

은 7,210ha이며 매우 다양한 지역에서 좁은 면 으로 존재하 으므로 이는

혼효림(MixedⅡ)으로 가정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했다.최종 으로

증가분과 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남양주지역의 총 산림 면 은 36,483ha

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평군의 산림지역에서 탐지 된 비산림지역의 면 은 침엽수림

에서 341ha,활엽수림에서는 탐지된 값이 없었고 혼효림 지역에서는 86ha

가 탐지되었다. 한 비식생 지역에서 탐지 된 산림 지역의 면 (MixedⅡ)

은 3,114ha로 나타났다.최종 으로 증감분을 모두 고려한 가평군의 산림 면

은 72,900ha로 추정되었다.

증감분을 고려한 산림의 최종 면 을 이용하여 산정한 임목축 은 남양

주시의 침엽수림이 785,161㎥ 활엽수림 1,189,663㎥ 혼효림 600,903㎥이며

추가 으로 탐지된 비산림에서의(MixedⅡ)임목축 은 633,038㎥으로 나타

났다.이의 바이오매스는 침엽수림,활엽수림,혼효림,혼효림(Ⅱ)각각

504,387톤(ton),986,944톤(ton),449,055톤(ton),473,069톤(ton)으로 산정

되었다.남양주시의 침엽수림이 장하고 있는 탄소량은 252,194tC,활엽

수림은473,733tC,혼효림은 220,037tC,새로 탐지 된 혼효림(Ⅱ)은 231,804

tC의 탄소를 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종 으로 남양주시의 침엽

수림에서는 924,711tCO2의 이산화탄소를 활엽수림에서는 1,737,021tCO2,혼

효림에서는 806,802tCO2,탐지된 혼효림(Ⅱ)에서는 849,948tCO2의 이산화

탄소를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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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된 가평군의 임목축 은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그리고 새로 탐지한 혼효림(Ⅱ)에서 각각 3,161,662㎥,2,646,716㎥,309,934

㎥,273,409㎥으로 나타났다.침엽수림의 바이오매스량은 2,031,052톤(ton),

활엽수림은 2,195,716톤(ton),혼효림은 231,614톤(ton)그리고 새로 탐지

된 혼효림(Ⅱ)은 204,319톤(ton)을 나타내었다,가평군의 산림이 장하고

있는 탄소량은 침엽수,활엽수,혼효림 그리고 새로운 혼효림(Ⅱ)이 각각

1,015,526tC,1,053,944tC,113,491tC,100,116tC을 나타냈다.최종 으로

추정된 가평군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침엽수림에서 3,723,595tCO2,

활엽수림에서 3,864,461tCO2,혼효림에서 416,134tCO2,마지막으로 새로 탐

지된 혼효림(Ⅱ)에서는 367,092tCO2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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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Type

ForestArea(ha)
GrowingStock

(㎥)
ForestBiomass

(ton)
CarbonStorage

(tC)

Absorptionof
CarbonDioxide
(tCO2)

남양주

Coniferous 9,077(-155) 785,161 504,387 252,194 924,711

Non-Coniferous 13,352(-341) 1,189,663 986,944 473,733 1,737,021

MixedⅠ 6,844(-226) 600,903 449,055 220,037 806,802

MixedⅡ +7,210 633,038 473,069 231,804 849,948

Subtotal 36,483 3,208,765 2,413,455 1,177,768 4,318,482

가평

Coniferous 36,551(-341) 3,161,662 2,031,052 1,015,526 3,723,595

Non-Coniferous 29,705(-0) 2,646,716 2,195,716 1,053,944 3,864,461

MixedⅠ 3,530(-86) 309,934 231,614 113,491 416,134

MixedⅡ +3,114 273,409 204,319 100,116 367,092

Subtotal 72,900 6,391,721 4,662,701 2,283,077 8,371,282

Total 109,383 9,600,486 7,076,156 3,460,845 12,689,764

Table 9. Attributes and statistics data using satellit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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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ncepts of before overlapping and after overl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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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Original stock map and after processing stock map using satellite image



- 33 -

3.1.2 상  차 평가

처리를 마친 성 상의 분 학 특성분류를 해 감독분류(Supervised

-Classification)를 수행하 다.임상도를 이용하여 상내의 무림목지를 취

하여 순수 임목지만을 상으로 감독분류 방법 SupportVectorMachine

(SVM)을 수행하 다.

이에 한 오차 행렬평가를 수행하여 정확도 검증을 수행하 다(Table10).

오차행렬이란 클래스에 할당된 표본단 의 수를 표 한 정방형 행렬이다.열

은 참조 자료를 나타내고,행은 원격탐사 자료로부터 수행된 분류 결과를 나

타낸다.

오차 행렬을 수학 으로 표 하기 한 도구로는 n개의 표본이 k×k개의 격

자에 분포된 오차 행렬.여기서 nij를 원격 탐사된 분류에서 j클래스로,참조

자료 조합에서 j클래스로 분류된 표본의 수를 나타낸다 Eq.(8),(9).

원격탐사 자료에서 클래스로 분류된 표본의 수

 
  



 (8)

참조자료에서 클래스로 분류된 표본의 수

  
  



 (9)

생산자 정확도(ProducerAccurac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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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확도(User'sAccuracy)




(11)

최종 으로 수행한 KappaCoefficient분석은 오차행렬에 서로 다른 값이

존재할 때 이의 차이를 통계 으로 결정하기 한 이산다변수기법이다.이는

Eq.(12)에 의해 측정 할 수 있으며 분류한 자료가 참조자료와 얼마나 일치하

는가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운 값을 가질 때 상 도가 높다.

   

 
(12)

성 상 분류 결과에 해 KappaCoefficient와 생산자 정확도 Eq.(10),

사용자 정확도 Eq.(11)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SVM을 최종 분류 기법으

로 선택하는 것이 성 상과 참조자료간의 분석 정확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5 -

class Coniferous
tree Non-forest

Decideous
tree Non-forest

Mixed
forest Non-forest Non-forest Forest RowTotal User'sAccuracy

Coniferous-tree 509,534 0 0 0 0 0 0 0 509,534 100%

Non-forest 0 5,501 0 0 0 0 0 0 5,501 100%

Decideous-tree 0 0 483,011 0 0 0 0 0 483,011 100%

Non-forest 0 0 0 3,792 0 0 0 0 3,792 100%

Mixed-forest 0 0 0 0 117,987 0 0 0 117,987 100%

Non-forest 0 0 0 0 0 3,466 0 0 3,466 100%

Non-forest 0 0 0 0 0 0 226,009 204 226,213 99.9%

Forest 0 0 0 0 0 0 708 114,716 115,424 99.9%

Column
Total

509,534 5,501 483,011 3,792 117,987 3,466 226,717 114,920 1,464,928

Producer's
Accuracy

100% 100% 100% 100% 100% 100% 99.9% 99.9% kappa=0.99938

Table 10. Error Matrix by Support Vector Machine



- 36 -

3.2 고찰

1)산림지역에서 탐지된 비산림 지역이 은 이유는 NFI데이타의 원정보

수집은 산림을 심으로 배치된 고정 표본 에서 일어나 비교 참값에 가까

운 값이 얻어졌기 때문이다.하지만 비산림 지역에서 탐지 된 산림지역이 많

은 것은 자연 으로 조성된 식생의 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이유

가 될 수 있다. 한 우리나라는 임총설에 근거하여 0.5ha이상의 임목지만을

상으로 행정 인 산림 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이것보다 좁은 면 의 산

림이 리 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비산림지역에서 보다 많은 산림이 탐

지된 다른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2) 와 동일한 이유로 산림 면 이 넓은 가평군에서의 증감분이 산림면

이 보다 작은 남양주시의 증감분 보다 은 것으로 찰되었다.이 한 산림

면 이 보다 넓은 지역에서는 정기 인 산림의 조사가 보다 정 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사실이 반 된 결과 때문이다.

(3)우리나라의 산림정보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통계 수치의 범 값

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산림자원의 양에 한 원정보 한 공개되어 있지 않

으며 재 산림 통계량 산정에 사용 인 가 이동평균법은 2010년 이후의

산림통계량 생산에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

인 오차와 범 가 지정 될 수 없었는데,향후 계 기 과의 력과 계기

의 자체 연구를 통하여 산림의 구체 인 통계 오차와 신뢰도 구간이 제시

된다면 정확한 산림 바이오매스 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며,이를 통하여 국제

인 규격에 맞고 보다 객 인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추정 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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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식생 지역에서 새롭게 탐지된 식생은 매우 넓은 지역에 으로 존

재하고 있었기에 그의 수종 악이 어려웠다.따라서 이를 혼효림으로 가정하

여 각종 계수를 용하 다.산림자원조사의 소면 추정에 한 정확도 개선

을 통하여 이의 수종 악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한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추정 될 수 있다.

(5)본 연구의 상지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가평군의 산림으로 산림면 으

로 보면 국토의 약 1%에 해당한다. 한 연구에 사용된 한 Scene의 성

상에서는 7∼10%의 면 에 해당한다.일반 으로 소면 성 상 분류에

는 분 특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참조 (RegionOfInterest,ROI)을 게 지

정 할 수밖에 없는 문제 이 있다.이는 성 상의 분류 방식에 있어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음을 뜻하며,그 지 않은 경우의

성 상 분류와 비교 해 보았을 때 정확도의 비교 기 을 제시하기 어려워

진다.

(6)향후 성 상을 이용한 규모 산림자원 분석 혹은 국가 단 온실가

스 흡수량 산정에 있어서는 한민국 지역의 분 정보를 담은 8∼9장의

모든 Landsat 성 상을 이용하거나 분 해상도가 매우 높은 SPOT,

IKONOS등과 같은 고해상도 인공 성 상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다면 보다 객 이며 국제 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의 획득이 이루어질 것으

로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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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연구 상지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국가산림자원 조사

를 이용한 경우 남양주시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3,746,015tCO₂이며

가평군은 7,962,318tCO₂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연구지역의 총 이산화탄

소 흡수량은 총 11,708,333tCO₂으로 추정되었다.

(2) 성 상의 분 특성을 이용한 수종별 임상분류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

수량을 추정해 본 결과 연구 상지역 체에서 12,689,764tCO₂으로 추정되

었고,남양주시의 산림에서는 4,318,482tCO₂,가평군 산림에서는 8,371,282

tCO₂의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었다.이 흡수량은 식생지역의 비식생지역을 감

소 시킨 양이며 비식생 지역에 존재하는 식생지역의 요소를 증가시킨 양이다.

(3) 성 상의 분석을 통하여 증감분이 합산 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NFI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된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체 연구

상지역에서는 약 9%의 증가를 보 고 남양주시에서는 약 13.3%의 증가를

보 고 가평군에서는 약 4.9%의 증가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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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ion of Forest Biomass and Carbon Dioxide 

Absorption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Remote Sensing

Shin,Jaeheon

DepartmentofEnvironmentalHealth

GraduateSchoolofPublicHealth,SeoulNationalUniversity

Theincreasedgreenhousegasesintheatmospherecausesclimate

changeleading to naturaldisaster,which affectstheliving of

mankind.Therehasbeen an internationalefforttostopglobal

warming,andsinceKoreahasbeendesignatedasanationthat

mustreducegreenhousegas emission itis inevitablethatwe

developmeanstofacilitategreenhousegasreduction.Inourstudy,

weusedGeographicInformationSystem andRemoteSensingto

evaluatetheforestbiomassintwoareasofGyeonggi-do,Korea

(Namyangju-si and Gapyeong-gun) to aquire carbon dioxide

absorptiondata.UsingNationalForestInventory(NFI)data,the

forestbiomassforconiferousforests,non-coniferousforests,and

mixed-standforestsinNamyangju-siwere532,449ton,1,086,437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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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400ton,andinGapyeong-gunwere2,024,161ton,2,172,875ton,

237,716ton,respectively.Estimatedcarbondioxideabsorptionamount

were 976,157 tCO₂ for coniferous forests,1,912,129 tCO₂ for

non-coniferousforests,and857,729tCO₂ formixed-standforestsin

Namyangju-si,and3,710,962tCO₂ forconiferousforests,3,824,260

tCO₂fornon-coniferousforests,and427,096tCO₂ formixed-stand

forestsinGapyeong-gun.Usingsatelliteimage(Landsat5-TM),the

forestbiomassforconiferousforests,non-coniferousforests,and

mixed-standforestsinNamyangju-siwere504,387ton,986,944ton,

922,124ton,andinGapyeong-gunwere2,031,052ton,2,195,716ton,

435,933ton,respectively.Estimatedcarbondioxideabsorptionamount

were 924,711 tCO₂for coniferous forests, 1,737,021 tCO₂for

non-coniferousforests,and1,656,750tCO₂formixed-standforestsin

Namyangju-si.In conclusion,ourstudy suggests thata more

accurate,effective means to evaluate carbon dioxide absorption

amountisneededratherthandependingonNFIdatatofacilitate

thereductionofgreenhousegasemission thatmeetstheglobal

standardinthispost-Kyotoprotocolera.

...........................................................................................................

Keywords ; Climate change, Forest biomass, Landsat 5-TM, Carbon Dioxide 

absorption, National Forest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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