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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산림은 국토 면적의 약 64%를 차지하며, 산림 식생의 탄소 흡수량은

국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6%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간 활동으로 인

한 도시면적의 증가로 산림면적이 감소하여, 산림 탄소 흡수량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현행 국가 산림 탄소 흡수량 통계는 공간분포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국소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 탄소 흡수

량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도 향상

을 위해, 산림 탄소 흡수량 변화의 공간분포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해상도 위성 자료인 Landsat, SRTM에 지도 학습을 통해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한 다년간(2006년~2020년)의 토지이용변화와 산림 바이오매스

의 탄소 저장량 및 흡수량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전국의 산림면적은 2006년 70,466km2에서 2020년

68,371km2로 약 4%인 2,095km2가 감소하였고, 도시면적은 2006년

3,348km2에서 2020년 5,310km2로 약 59%인 1,962km2가 증가하였다. 같

은 기간, 전국의 연간 산림 탄소 흡수량은 13,603,296 tC yr-1로, 산지전

용으로 인한 산림 탄소 소실량은 연간 955,914 tC yr-1로 추정되었다. 연

구 결과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분석하였을 때, 인간 활동이 활발한 경

기도 및 세종시의 경우 산림면적은 각 7%, 11% 감소하였고, 도시면적은

각 93%, 173% 증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간 활동이 활발한 지역일

수록 산지전용이 빈번하며, 산림 탄소 흡수량이 감소하는 것을 공간적·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요어 : 산림, 탄소, 위성, 지도학습, 도시화

학 번 : 20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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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대기의 온실가스 중 약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감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

화 시대 이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78ppm이었지만, 2021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4.3ppm으로, 인간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1)

대기 중 적정 농도의 이산화탄소는 지구 복사에너지를 흡수하여 기

온을 적절히 유지하게 하는 온실가스 역할을 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재, 지구는 대

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평균 기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2)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폭염과 한파, 폭우와 가뭄

등 극한 기후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류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극한기후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감

축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식

생에 의한 탄소 흡수를 촉진하는 방법이 있다. 전 세계의 식생으로 인한

자연적 탄소 흡수량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

여, 이산화탄소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3) 식생에 의한 탄

소 흡수량은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1) NOAA, Climate.gov, https://www.climate.gov/
2) Eggleston, S., Buendia, L., Miwa, K., Ngara, T., & Tanabe, K. (2006). IPC
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3) Friedlingstein, P., O'sullivan, M., Jones, M. W., Andrew, R. M., Hauck, J.,
Olsen, A., ... & Zaehle, S. (2020). Global carbon budget 2020. Earth Syste
m Science Data, 12(4), 326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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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에서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y,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부문으로 분류되어 산정된다. LULUCF 부문의 온실가스 통계는 토지를

이용 목적과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식생의 탄소

흡수량을 추정하여 작성된다.

대한민국의 산림은 국토 면적의 약 64%를 차지하며, 매년 LULUCF

부문의 탄소 흡수량은 국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6%에 해당한다.4) 산

림은 탄소 저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인간 활동에 따른 토지이

용의 변화로 산림 면적이 감소하여, 산림 탄소 흡수량의 감소가 우려되

고 있다. 현재, 국가 LULUCF 부문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단순 통계적

추정치로 계산되어 산림 탄소 흡수량의 공간적 및 정량적 분포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 국가 인벤토리로는 신도시 개발 등의 국소 지역

에서 발생하는 산지 전용과 산림 탄소 흡수량의 감소는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식생 성장에 의한 탄소 흡수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탄소 저감

계획수립에 있어 중요한 선행 과제이다.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서는 높은 시·공간 해상도를 가진 자료를 이용한 산림 탄소 흡수

량의 공간적, 정량적 분포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해 다년간(2006년~2020년, 15년)의

토지피복지도를 제작하여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산림 바이

오매스 탄소 저장량 및 흡수량의 공간분포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대한민국 전 국토에 해당하는 면적 100,210km2의 동경 124

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1),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9)
보고서(N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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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북위 33˚~39˚의 지역을 선정하였다. 연구 기간은 국가산림자원조

사 자료의 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인 2006년에서 2020년으로 설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산림 식생은 크게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으로

구분되며, 임상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다. 산림은 주로 고도가 높은 동

쪽에 위치하며, 도시는 고도가 낮은 강변 또는 연안에 위치한다. 대한민

국의 연간 강수량은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약 63%가 집중되

어, 6월 하순부터 7, 8월에는 구름이 많고 흐린 날이 지속된다.5)

대한민국의 산림은 일제 강점기의 임목 자원 수탈과 한국 전쟁 및

전후 사회혼란기를 거치며 황폐해졌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황폐

해진 산림의 복원을 위해 1970년대부터 치산녹화 사업을 시행하였다. 정

부 주도의 치산녹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며, 산림 면적당 평균 임

목축적은 1972년 11.03m3/ha에서 2020년 165.18m3/ha로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현재 산림 식생 대부분은 4영급(31~40년생)에 해당하며, 치산녹

화 사업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인공림으로, 산림 식생은 높은

온실가스 흡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 LULUCF

통계 작성 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되지 않는 산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선정하였다.

5) 기상청, 기상청 날씨누리, https://www.weather.go.kr/
6) 산림청(2021), 「제51호 산림임업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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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흐름도

<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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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고찰

1. 이론적 배경

1)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국가의 토지이용현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활

용과 관리를 위해 중요하다.7) 대한민국 정부는 토지이용현황의 파악을

위해 토지피복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토지피복지도는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해 지구 표면 지형지물의 형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

여 표현한 공간정보이다.8) 토지피복지도는 지표면의 토지이용행태에 대

한 시각적인 분석을 포함하며, 국토 분석 등 여러 연구와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1988년부터 시간해상도 10년의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를 환경부 훈령 제1317호의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

침'에 따라 제작 및 배포하고 있다.9)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는 Landsat 위

성영상에 대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혼합하여 제작된다. 토지이용은

일곱 가지의 토지피복(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으로 구분된다. 자료의 정확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되

는 1:50000 축적의 인덱스 도곽을 1분(약 1.85km) 간격의 격자로 분할하

고, 각 격자의 중심점을 추출하여 하나의 도곽당 최대 225지점의 표본점

(<그림 2>참조)을 기준 자료와 비교해 검증된다. 표본점에 대해 기준 자

료와 토지피복 분류 결과를 육안으로 비교하고, 오차행렬표를 작성하여

토지피복 분류 결과의 정확도를 판단한다. 정확도 검증에 이용되는 기준

7) Squires, G. D. (Ed.). (2002). Urban sprawl: Causes, consequences, & polic
y responses. The Urban Insitute.

8)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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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Kompsat-2 영상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정사영상이 이용된다.

이러한 검증 절차에 따른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분류정확도는 평균

75%를 갖는다. 환경부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는 국내의 정부 기관에서 제

작한 유일한 토지피복지도로써 연구에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시간해상

도가 10년으로 낮고, 분류정확도 또한 낮아, 정확하고 세밀한 토지이용변

화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그림 2> 환경부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표본점

분포 예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별표 3] 분류정확도 표본 크기)

IPCC(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가이드라인에서는 국가 통계의 토지이용 분류별

면적 추정 시, 방법에 따라 Approach 1에서 Approach 3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Approach를 적용할수록 정확한 면적 추정이 가

능하며, 통계의 불확도가 낮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토지이용 분류

별 면적 추정 시 이용되는 방법은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추정 방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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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1 수준으로, 토지이용 분류 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불확실

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산림 탄소 저장량 및 흡수량의 변화

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Approach 3 수준에 해당하는 산림면적 자

료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인간 활동에 따른 산림면적

의 변화를 정확하게 감지하고자, Approach 3 수준에 해당하는 장기간의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 산림 탄소 흡수량 추정

본 연구의 산림 탄소 저장량 및 흡수량은 산림 토양 및 고사 유기물

에 저장 및 흡수되는 탄소는 제외한, 식생(교목, 관목)의 성장에 따른 지

상부 및 지하부 바이오매스의 탄소 저장량 및 흡수량을 의미한다.

산림 식생의 탄소 흡수량을 추정할 때 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는,

첫째, 에디 공분산 기반 플럭스 타워의 관측값을 기반으로 GPP(Gross

Primary Productivity, 총 일차 생산량)를 산정하여 탄소 흡수량을 계산

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 산림자원조사를 통해 임목의 성장을 측정하여

바이오매스의 변화에 따라 NPP(Net Primary Production, 순 일차 생산

량)를 산정하여 탄소 흡수량을 계산하는 축적 차이법(Gain-loss method)

이 존재한다. 축적 차이법을 이용한 산림 탄소 흡수량 계산 방법은

IPCC에서 국제 표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현행 LULUCF 부문 산

림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축적 차이법이 활용되고 있다.10)

IPCC 가이드라인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작성 시, 방법에

따라 Tier 1에서 Tier 3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Tier의 방

법론을 적용하여 인벤토리를 작성할 경우, 인벤토리의 불확도는 낮아진

다. 현재, 국가 LULUCF 부문 산림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국가산림자

10) 상게서(또는 같은 책, Ibid.), Eggleston, S., Buendia, L., Miwa, K., Ngara,
T., & Tanabe, 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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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사 표본점에서 조사된 임목축적에 임상도 기반의 산림면적을 활용해

산림 탄소 흡수량을 추정하여 Tier 2 수준의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인벤토리에 Tier 3 수준의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

지 조사와 원격탐사기법을 융합하여, 산림 탄소 저장량 및 흡수량의 공

간 분포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현장조사 자료를 융합하고, 국가 고유 탄소량 계수를 활용하여, Tier 3

기준을 충족하는 공간적 산림 탄소 저장량 및 흡수량을 추정하고자 하였

다.

2. 선행 연구의 고찰

본 연구의 선행 연구는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토지피복 분류 방법, 둘째, 산림 바이오매스

탄소 보유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Richards, J. A. (1999)의 저서11)와 Jog, S., & Dixit, M.(2016)의 연

구12)에서는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토지피복을 분류

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피복

분류 방법은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도학습

은 위성영상에 대해 분류자가 직접 학습 지점을 선정하고, 학습 지점의

특성을 이용해 비 학습 지점의 특성을 분류해내는 방식이다. 지도학습을

이용한 분류 결과는 정확도가 비교적 높지만, 학습 지점 선정 시 분류자

의 노력이 필요하며, 학습 지점의 지표 특성에 대한 분류자의 사전 지식

이 필수적이다. 반면, 비지도학습은 유사한 분광 형태를 보이는 화소를

11) Richards, J. A. (1999). Remote sensing digital image analysis (Vol. 3, pp.
10-38). Berlin: springer.

12) Jog, S., & Dixit, M. (2016, June). Supervised classification of satellite im
ages. In 2016 Conference on Advances in Signal Processing (CASP) (pp.
93-98).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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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자동으로 군집화하여 이미지를 분류하는 방식이다. 비지도학습

을 이용한 분류 결과는 정확도가 비교적 낮지만, 학습 지점의 선정이 불

필요하며, 지표 특성에 대한 분류자의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 분류

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현황을 정확하게 분류하여

토지피복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감독분류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여겨

진다.

Hansen, M. C. et al.(2013)의 연구13)에서는 Landsat 위성영상을 이

용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의 기간 동안 전 세계 산림면적 변화

를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Landsat 영상을 이용하여 식생 활력의

판단지표인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정규화 식생

지수)를 제작하였고, 지도학습인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학습법으

로 연도별 NDVI 값을 비교하여 지숫값이 급변하는 지역을 토지피복이

산림으로 변화되는 지역으로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전 세계 산림은

2000년 대비 2012년 약 1,500,000km2가 소실되었으며, 브라질, 파라과이

등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의 산림파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해

당 연구 결과를 통해 한반도 지역을 살펴본 결과, 산림면적을 과소 모의

하는 경향을 보였다.

Liu, X. et al.(2020)의 연구14)에서는 Landsat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1985년부터 2015년까지 30년의 기간의 전 세계 도시면적의 변화를 추정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Landsat 영상의 밴드를 조합하여 제작한 도시

지역 감시 지수인 NUACI(Normalized Urban Areas Composite Index)를

제작하였고, 비지도학습인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로 연도별

NUACI 값을 비교하여 지숫값이 급변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화가 진행되

13) Hansen, M. C., Potapov, P. V., Moore, R., Hancher, M., Turubanova, S.
A., Tyukavina, A., ... & Townshend, J. (2013). High-resolution global map
s of 21st-century forest cover change. science, 342(6160), 850-853.

14) Liu, X., Huang, Y., Xu, X., Li, X., Li, X., Ciais, P., ... & Zeng, Z. (2020).
High-spatiotemporal-resolution mapping of global urban change from 1985
to 2015. Nature Sustainability, 3(7), 56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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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으로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전 세계의 도시면적은 연평균

9,687km2 증가하였으며, 주로 농경지, 녹지 순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

을 밝혀냈다.

상기한 선행연구들은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지

표면의 토지피복을 분류한 연구들이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전 세계를 대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비지도학습을 활용하여 토지피복을 분류하

였다. 따라서,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지역에 대해 분석을 진행

하였을 때, 토지피복 분류 결과의 정확도가 낮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에 따라, 본 연구는 정확도 높은 토지피복지도를 직접 구축하고자 지도

학습 기법으로 국내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토지피복을 분류

하고자 하였다.

한편, 산림 탄소 저장량 및 흡수량을 공간적으로 추정하기에 앞서,

현지 산림조사 자료와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산림 바이오매스를 추정하는

연구를 살펴보았다.

정상영 et al.(2009)의 연구15)에서는 Landsat 위성영상과 NFI를 이용

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대해 2005년 단일 연도의 산림면적과 산림 바이

오매스를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Landsat 영상을 이용하여 식생

활력 판단지표인 NDVI를 제작하였고, NDVI에 비지도학습인 K-mean

Clustering을 이용하여 산림면적을 추정하였다. 또한, NFI의 표본점 임목

축적과 Landsat 위성영상의 각종 분광 값을 이용하여, 회귀모형과

k-NN(k-Nearest Neighbor, 최근린 기법)으로 각각의 회귀식을 제작한

후, 위성영상 분광 값을 회귀식에 대입하여 미조사 지점의 산림 바이오

매스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회귀모형 및 k-NN의 결과는 유사한 추

정오차를 보였으며, 2005년 무주군의 산림 바이오매스는 약 8,390,000ton

으로 추정되었다. 해당 연구는 단일 연도에 대해 산림 바이오매스를 추

15) 정상영, 임종수, 조현국, 정진현, 김성호, & 신만용. (2009). 산림 바이오매스
변환표와 위성영상을 이용한 무주군의 산림 바이오매스추정. 한국산림과학회
지, 98(4), 40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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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며, 각각의 기법으로 추정된 값의 정확도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부족하여 결괏값의 신뢰성이 낮은 한계가 있다.

Gallaun H. et al.(2010)의 연구16)에서는 MODIS 위성영상과 기상관

측자료, CORINE Land Cover 자료, 국가별 산림 인벤토리 자료를 이용

하여 유럽연합 지역의 산림 바이오매스를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CORINE Land Cover 자료를 이용하여 산림지역을 추출하였다. 또한, 국

가별 산림 인벤토리 자료와 MODIS 영상을 이용하여 k-NN으로 회귀식

을 제작한 후, MODIS 위성영상 값을 이용하여 산림 바이오매스를 추정

하였다. 연구 결과, 유럽 전역에 대한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의 바이오매스

추정 지도를 제작하였다. 해당 연구는 대규모 공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써 최소 공간해상도가 250m인 MODIS 위성영상을 이용하였다.

국소 규모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분

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재훈 et al.(2014)의 연구17)에서는 Landsat 및 Aster 위성영상과

NFI를 이용하여 충청남도 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1992년과

2010년의 산림 탄소 보유량을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각 위성영상

에 무감독분류인 ISODATA method를 이용하여 산림면적을 추정하였다.

또한, NFI의 표본점 임목축적과 Landsat 및 Aster 위성영상의 분광 조

합을 이용하여 k-NN과 회귀나무(Regression Tree)로 각각 회귀식을 제

작한 후, 위성영상 분광 조합을 회귀식에 대입하여 산림 탄소 보유량을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k-NN 및 의사결정나무로 추정된 산림 탄소 저

장량은 비슷하게 추정되었으며, 공주시와 세종시를 합한 산림 탄소 보유

16) Gallaun, H., Zanchi, G., Nabuurs, G. J., Hengeveld, G., Schardt, M., & Ve
rkerk, P. J. (2010). EU-wide maps of growing stock and above-ground bi
omass in forests based on remote sensing and field measurements.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260(3), 252-261.

17) 정재훈, 우엔, 콩효, 허준, 김경민, & 임정호. (2014). 위성영상을 활용한 지
상부 산림바이오매스 탄소량 추정.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30
(5), 65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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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1992년 약 1,200,000 tC 에서, 2010년 약 3,600,000 tC로 증가한 것

으로 추정되었다. 해당 연구는 각각 다른 시기의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촬영된 영상에 대해 전처리를 진행하지 않아, 연구

결과에 오차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정희 et al.(2015)의 연구18)에서는 Landsat 및 SRTM 위성영상과

NFI를 이용하여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해 1991, 1992, 2010, 2011년의 토

지이용변화와 산림 탄소 저장량 변화를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임

상도의 산림 경계와 Landsat 및 SRTM 위성영상에 무감독분류인

SVM(Support Vector Machine)과 Random Forest를 이용하여 토지피복

을 분류하였다. 산림 탄소 저장량은 NFI와 Landsat 및 SRTM를 이용하

여 SVR(Support Vector Regression)과 Random Forest로 회귀식을 제

작한 후, 위성영상 값을 이용하여 산림 탄소 저장량을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산림이 유지되는 지역의 경우 33.23tC/ha의 탄소를 흡수하였고, 비

산림이 산림으로 변환된 지역은 36.83tC/ha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림이 훼손된 지역의 경우 -7.35tC/ha만큼 탄소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 또한 각각 다른 시기의 위성영상

을 이용하였지만, 영상에 전처리를 진행하지 않아 오차가 클 것으로 추

정된다. 또한, 산림 탄소 저장량 추정 시 NFI 이용 방법에 대해 명시하

고 있지 않으며, 산림 바이오매스 탄소 저장량 환산식에 관한 내용이 부

족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Harris, N. L. et al.(2021)의 연구19)에서는 Landsat 및 ICEsat 위성

영상과 라이더 관측 및 산림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전 세계의 산림 바이오

매스를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Hansen M.C. et al.(2013)의 산림면

18) 이정희, 임정호, 김경민, & 허준. (2015). 다시기 Landsat TM 영상과 기계
학습을 이용한 토지피복변화에 따른 산림탄소저장량 변화 분석. 한국지리정
보학회지, 18(4), 81-99.

19) Harris, N. L., Gibbs, D. A., Baccini, A., Birdsey, R. A., De Bruin, S., Far
ina, M., ... & Tyukavina, A. (2021). Global maps of twenty-first century f
orest carbon fluxes. Nature Climate Change, 11(3), 2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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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결과를 인용하여 산림면적 변화를 추정하였다. 또한, ICEsat 위성의

라이다 관측 자료와 현장 산림조사자료를 이용해 지역별 수고-바이오매

스 방정식을 제작하였고, 방정식을 통해 계산된 지역별 바이오매스 추정

치와 Landsat 위성영상의 지숫값과 평균 나무 덮개, 평균 표고, 평균 경

사, 월별 강수량 자료를 Random Forest 기법을 이용해 학습시켜 2001

년~2019년 기간의 격자 기반 전 세계 산림 탄소 흡수량 분포를 추정하였

다. 연구 결과, 전 세계 산림은 -7.6±49 GtCo2eyr-1를 흡수하여 탄소제거

원으로 역할 함을 밝혀내었으며, 이는 위성 자료를 바탕으로 전 세계가

일관성을 갖는 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해당 연구는 위성영상의 전처리부터 탄소량 계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만, 현장 산림조사자료의 한계로 인해 국내 지역에 대해 정확

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상기한 선행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시기의 위성영상을 이

용할 때 전처리를 진행하지 않아 분석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산림 바이오매스 탄소량 계산 시 계산 방법의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

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산림 탄소 저장량 및 흡수량

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 14 -

Ⅲ. 연구방법

1. 이용자료 및 전처리

1) Landsat 위성영상 자료

원격탐사 수단 중 하나인 인공위성은 주기적으로 지표면을 관측하

며, 촬영된 영상은 높은 시·공간 해상도를 갖추어 넓은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와 식생 성장을 확인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미국 지질 조사국)의 Landsat 위성영상은 지표면 변

화를 감지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원격탐사 자료이다. Landsat 프로그

램은 1972년 Landsat 1 개시 이후 2021년 Landsat 9 까지 개시되어 장

기간 영상 촬영이 진행 중으로,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

Landsat 위성은 극궤도 위성으로 전 지구를 주기적으로 촬영하며,

재방문 주기는 16일을 갖는다. 위성에는 다중분광센서가 장착되어 지표

면에서 반사되는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역을 관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andsat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토지이용변화와 산림 식생의

성장을 탐지하고자 하였다. Landsat 영상은 연구 기간(2006년~2020년)에

포함된 Landsat 5 TM(2006년~2011년), Landsat 7 ETM+(2006년~2020

년), Landsat 8 OLI/TIRS(2013년~2020년) 영상을 활용하였다.

Landsat 위성영상은 USGS에서 관리 및 배포되며,

http://earthexplorer.usgs.gov 및 https://glovis.usgs.gov/app 에서 내려받

을 수 있다. Landsat 위성영상의 밴드별 파장대 및 공간해상도는 <표 1,

2>와 같다.20)

20) USGS, Landsat Missions, https://www.usgs.gov/landsat-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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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al Bands 관측파장(um) 공간
해상도(m)

Band 1 - Blue 0.45-0.52 30

Band 2 - Green 0.52-0.60 30

Band 3 - Red 0.63-0.69 30

Band 4 - Near Infrared (NIR) 0.76-0.90 30

Band 5 - Infrared Short Wave (SWIR 1) 1.55-1.75 30

Band 6 - Infrared Thermal (TIR) 10.40-12.50 120

Band 7 - Infrared Short Wave (SWIR 2) 2.08-2.35 30

Band 8 - Panchromatic (Landsat 7 Only) 0.52-0.90 15

<표 1> Landsat 5 TM / Landsat 7 ETM+ Bands

Spectral Bands 관측파장(um) 공간
해상도(m)

Band 1 - Coastal/Aerosol 0.43-0.45 30

Band 2 - Blue 0.45-0.51 30

Band 3 - Green 0.53-0.59 30

Band 4 - Red 0.64-0.37 30

Band 5 - Near Infrared (NIR) 0.85-0.88 30

Band 6 - Infrared Short Wave (SWIR 1) 1.57-1.65 30

Band 7 - Infrared Short Wave (SWIR 2) 2.11-2.29 30

Band 8 - Panchromatic 0.50-0.68 15

Band 9 - Cirrus 1.36-1.38 30

Band 10 - Infrared Thermal (TIRS 1) 10.60-11.19 100

Band 11 - Infrared Thermal (TIRS 2) 11.50-12.51 100

<표 2> Landsat 8 OLI/TIRS Bands

Landsat 영상의 범위는 대한민국 전 국토를 포함하는 Path

113~117/Row 33~37 구간(<그림 3> 참조)을 선정하였다. 위성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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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상 관측을 방해하는 요인(구름, 눈 등)이 적은 봄과 가을철(3월~6월

및 9월~11월)의 영상과 전체 화소 중 운량이 10% 미만인 영상을 선정하

였다.

<그림 3> Landsat 영상 이용 범위

Landsat 위성영상은 이용하기에 앞서 연구목적에 적합한 데이터 세

트와 전처리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Landsat 5,

7, 8 위성의 Level 1 Collection 1 Tier 1 자료를 이용하였다. Correction

1 Tier 1 자료는 기하보정(Geometric Correction)이 완료된 자료이다. 또



- 17 -

한, 영상의 신뢰도를 향상하여 정확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영상에 추가적

인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전처리는 BQA 보정, TOA 보정, 좌표계 보정,

SLC 보정(Landsat 7 Only) 순으로 진행(<그림 4> 참조)하였다.

<그림 4> Landsat 전처리 과정 모식도

BQA 보정은 Landsat 자체 영상 품질 평가 결과인 BQA(Band

Quality Assessment) 밴드를 이용하여 영상에 잡음이 없는 화소만 추출

하는 과정이다. BQA 밴드를 이용하고자 GDAL 라이브러리의

gdal_translate 함수를 이용하여 BQA 밴드를 16bit 이진 형태로 변환하

였다. 16bit 이진 형태의 BQA 밴드에서 깨끗한 화소를 나타내는 화소

값(Landsat 5, 7 = 672, 676, 680, 684, Landsat 8 = 2720, 2724, 2728,

2732)을 각 영상과 중첩 분석하여 깨끗한 화소를 추출하였다.21)

TOA 보정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위성영상을 이용할 때 영상 간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각 영상에 TOA(Top of Atmosphere) 변환 식을

적용하여 일사량에 대한 정규화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Landsat Level 1

의 영상은 표면 반사율(Surface reflectance) 값인 각 밴드 화소별

DN(Digital Number) 값으로 제공되어, TOA 변환 식을 이용하여 DN

값을 TOA 반사도 값으로 변환하였다. TOA 반사도는 위성영상 촬영 시

반사된 총 전력 에너지에 대한 단위 비율이다. TOA 보정은 QGIS의

SCP(Semi-automatic Classification Plugin)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21) USGS, Landsat Missions, https://www.usgs.gov/landsat-missions/landsat
-collection-1-level-1-quality-assessment-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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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GS에서 제공하는 TOA 반사도 변환 식은 다음과 같다.22)23)

 × cos 
×

P λ = TOA 반사도

DN = Digital Numbers (밴드별 화소 값)

ML = Landsat 메타데이터의 밴드별 계수

AL = Landsat 메타데이터의 밴드별 계수

d = 지구와 태양의 거리

ESUNλ = 태양상수

θs = 태양 천정 각도

좌표계 보정은 Landsat의 도엽 중 UTM 51N (WGS84) 좌표계로 제

공되는 116-36 및 117-34 도엽에 대해, 다른 도엽들의 좌표계인 UTM

52N (WGS84) 좌표계로의 변환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좌표계 변환은

GDAL 라이브러리의 gdalwarp 함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린 보간법

(Nearest-neighbor interpolation)을 적용하여 30m 공간해상도를 갖도록

변환하였다.

SLC 보정은 Landsat 7의 모든 영상에 대해 진행하는 보정작업이다.

Landsat 7은 2003년 5월 이후 SLC(Scan Line Corrector) 기능이 중지되

어 영상이 온전히 촬영되지 않는다.24) SLC 기능의 보정을 위해

IDW(Inverse Distance Weighting, 역 거리 가중법)으로 SLC 기능의 미

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측 지역을 채워 넣는 작업을 진행(<그림 5>

22) USGS, Landsat Missions, https://www.usgs.gov/landsat-missions/using-u
sgs-landsat-level-1-data-product

23) Congedo, L. (2021). Semi-Automatic Classification Plugin: A Python tool
for the download and processing of remote sensing images in QGIS. Jour
nal of Open Source Software, 6(64), 3172.

24) USGS, Landsat 7, https://www.usgs.gov/landsat-missions/landsa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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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였다. IDW는 공간 통계에 주로 이용되는 보간법으로, 보간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해 주변 가까운 지점의 측정값에 반비례하게 가중치를 두

어 보간 지점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다.25) IDW는 GDAL 라이브러리의

gdal_fillnodata 함수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IDW 보간식은 다음과 같

다.

   
 

 
  
 

 

zp = 예측지점 p의 예측값(보간값)

z i = 위치 (xi, yi)의 참조값

dip = 위치 i와 p의 거리

n = 참조값 개수

<그림 5> SLC 기능 보정 예시

25) Shepard, D. (1968, January). A two-dimensional interpolation function for
irregularly-spaced data. In Proceedings of the 1968 23rd ACM national co
nference (pp. 51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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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처리가 진행된 Landsat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이용 매트릭스

구축과 산림 탄소 저장량 및 흡수량 추정에 활용하였다.

2) SRTM 1 Arc-Second DEM 자료

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은 2000년에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미국 항공 우주

국)에서 수행한 과제이며, 과제를 통해 우주왕복선에 합성개구레이더를

설치해 전 지구 관측을 진행하여, 전 세계 DEM(Digital Elevation

Models, 수치 표고 모델) 데이터를 취득하였다.26) DEM은 일반적으로

식생과 인공물을 제외한 지형의 표고(Elevation)값을 의미한다.

SRTM은 대한민국 전 국토에 해당하는 동경 124°~132°, 북위

33°~39°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SRTM 자료는 전 세계 좌표계인 WGS

84 경위도 좌표계를 가지며, 1 아크 초(arc second)(≒0.00028도≒30m)

간격의 공간해상도를 갖는 GeoTIFF 형식의 래스터(Raster) 파일로 제공

된다. 원활한 분석을 위해 Landsat 좌표계와 같은 UTM 52N (WGS84)

좌표계로, 최근린 보간법을 적용하여 30m 공간해상도를 갖도록 변환하

였다. SRTM 자료는 http://earthexplorer.usgs.gov 및

https://glovis.usgs.gov/app 에서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3) 국가산림자원조사자료(NFI)

NFI(National Forest Inventory, 국가산림자원조사자료)는 국가산림

자원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의미한다. 국가산림자원조사는 대한민국

산림청에서 산림자원의 변화 동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산림자원

기본통계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27) 국가산림자원조사는

26) NASA, Jet Propulsion Laboratory, https://www2.jpl.nasa.gov/sr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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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산림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 및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1차 치산녹화 사업(1973년~1978년)에 선행하여 제1차 전국산림자원조

사로 명명되어 1972년 처음 시행되었다. 이후 2006 IPCC 가이드라인에

서 제시하는 국제 조사 기준에 따라 산림 조사 방법이 체계화되며, 2006

년부터 시행된 5차 조사부터 국가산림자원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

되고 있다.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전국 산림에 4km 간격으로 약 4,000여 개의 고

정표본점을 설치(<그림 6>참조)하고, 각 고정표본점에 대해 5년 주기로

1년에 약 800개의 고정표본점을 조사한다. 하나의 고정표본점은 4개의

부표본점(<그림 7>참조)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부표본점에서 임목 조사,

대경목 조사, 치수 조사, 산림식생 조사, 토양 조사 등 산림에 관한 전반

적인 조사(<그림 8>참조)가 이루어진다.

<그림 6> 고정표본점 간격

예시 <그림 7> 고정표본점 구성

27) 산림청(2017),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현지 조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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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부표본점 구성

본 연구에서는 국제 기준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져 자료의 신뢰성이

높은 5차 NFI(2006년~2010년), 6차 NFI(2011년~2015년), 7차 NFI(2016

년~2020년)를 이용하였으며, 표본점별 임목축적 조사 자료를 산림 탄소

흡수량 추정에 활용하였다. 단, 산림청은 국가산림자원조사의 각 고정표

본점에 대한 정확한 지점 좌푯값을 제공하지 않아, 데이터 제공 최소 단

위인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의 평균으로 임목축적 값을 재가공하여 이

용하였다.

4) 수치 임상도

수치 임상도는 산림에 대한 다양한 속성정보가 포함된 산림지도로,

대한민국 산림청에서 NFI와 국유림관리소의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임상

현황을 판단하여 제작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임상별 탄소 계수를 적

용하여 산림 탄소 흡수량을 추정하고자, 수치 임상도를 활용하여 산림지

역의 임상을 구분하였다. 임상도는 1차~5차 NFI 시기에 제작된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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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의 5차 임상도를 이용하였다.28)

본 연구는 수치 임상도를 이용해 전국의 산림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으로 구분하였다. 단, 접경지역 등 임상도에 표현되지 않는 지역의

산림은 모두 혼효림으로 가정하였다. SHP 파일 형식의 5차 임상도는

GDAL 라이브러리의 gdal_rasterize 함수를 이용하여, Landsat 좌표계와

같은 UTM 52N (WGS84) 좌표계를 갖도록 30m 공간해상도를 갖는

GeoTIFF 래스터 파일로 변환하였다. 래스터 파일로 변환된 임상도는 각

화소값 0(기타토지), 1(침엽수림), 2(활엽수림), 3(혼효림)을 갖는다.

5) 행정구역 공간 자료

행정구역 공간 자료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을 공간적으로 나타내는

SHP 자료이다. 공간 분석을 위해 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구역 경

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한민국 행정구역 SHP 파일은 국가공간정보포

털 오픈마켓(http://data.nsdi.go.kr/)에서 제공된다.

2. 모델 구축 방법

1)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구축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는 연속적인 일련의 토지피복지도 모음으로,

토지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다. 본 연구

는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를 구축하고자, 전 국토를 대상으로 2006

년~2020년 기간의 연도별 토지피복지도를 제작하였다. 토지피복지도 제

작에는 Landsat 영상을 이용하여 제작된 Virtual band set을 대상으로

AI의 학습 기법 중 지도학습 분류(감독분류, Supervised Classification)

28) 산림청, FGIS산림공간정보서비스, https://fgis.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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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이용하였다.

Virtual band set은 Landsat 영상의 가시광선 및 적외선 영역의 밴

드에 각각 가중치를 두어 레이어 중첩한 영상이다. Virtual band set은

육안으로 지표면의 확인이 가능하여 학습지점의 선정이 용이하며, 분류

시 단일 밴드를 이용할 때보다 분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Virtual

band set은 QGIS의 SCP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Virtual band set 제

작에 사용된 Landsat 위성별 밴드는 <표 3>과 같다.

Satellite Bands

Landsat 5 TM, 7 ETM+
1(Blue), 2(Green), 3(Red),

4(NIR), 5(SWIR 1), 7(SWIR 2)

Landsat 8 OLI/TIRS
2(Blue), 3(Green), 4(Red),

5(NIR), 6(SWIR 1), 7(SWIR 2)

<표 3> Virtual band set bands

토지피복 분류 기법으로 지도학습 분류 방법 중 하나인 최소거리법

(Minimum Distance)을 선정하였다. 최소거리법은 각 토지피복 분류별

학습 지역의 화소당 분광 값의 평균을 계산하고, 각 학습 지역별 평균

벡터의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계산하여 최소거리의 평균

에 할당되는 계층으로 토지피복을 분류하는 알고리즘이다. 최소거리법은

공분산 행렬을 사용하지 않아 분석이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어

진 학습 표본이 많다면 더욱 정확하게 영상을 분류할 수 있다.29) 따라서,

최소거리법은 다량의 영상 분류 시 분석 속도가 빠르고, 분류 결과물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아 효율적인 영상 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최소

거리법 분류는 QGIS의 플러그인 중 SCP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최

소거리법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29) 전게서(또는 앞의 책, op.cit.), Jog, S., & Dixit, M. (2016, June).



- 25 -

  
 

d(x, y) = 영상 화소의 분광 값과 훈련 분광 값 간의 유클리드 거리

x = 영상 화소의 분광 값 벡터

y = 학습 지역의 분광 값 벡터

n = 영상의 밴드 수

계산 후, 다음 판별함수에 따라 가까운 분광 값의 계층을 할당하여 영상의 모든
픽셀에 대해 계산한다.

∈⇔  ∀≠
Ck = 토지피복 분류 계층

yk = 계층 k의 분광 값

yj = 계층 j의 분광 값

본 연구의 토지피복은 산림지, 농경지, 시가화건조지역, 나지, 수역의

다섯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부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의 토

지피복 분류와 다르게, 위성영상으로 구분이 모호한 농업지역과 초지를

농경지로 병합하였으며, 습지로 분류되는 갯벌, 염전 지역을 각각 수역과

나지에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토지피복 분류 학습지점은 Virtual band set에서 각 토지이용이 뚜렷

하게 구분되는 지점을 선정하였다. 학습지점은 하나의 도엽 당 약 200지

점을 선정하였으며, 토지이용 면적이 넓고 분광 패턴이 유사하여 분류가

어려운 산림지, 농경지, 시가화건조지역에 90% 이상의 지점(약 180지점)

을, 비교적 토지이용 면적이 적은 나지와 수역에 나머지 10% 지점(약

20지점)을 선정하였다. 토지이용 분류별 학습지점의 선정 방법과 각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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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복 분류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림지(Forest): 대한민국에서 산림의 정의는 최소 면적이 0.5ha, 최

소수고 5m, 최소 수관 점유율 10%, 최소 폭 30m 이상의 입목이 점유하

는 지역을 의미한다.30) 국가 정의에 충족하는 5m 이상의 수목이 집단으

로 생육하는 지역을 학습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감독분

류 결과 분류된 지역을 산림지로 정의한다. 분류 결과는 환경부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의 산림지역과 대용할 수 있다.

농경지(Agricultural land): 산림 이외에 식생을 갖는 지역인 농경지

(논, 밭), 골프장(잔디밭), 목초지 등을 학습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감독

분류 결과 분류된 지역을 농경지로 정의한다. 분류 결과는 환경부 대분

류 토지피복지도의 농업지역과 초지를 포함한다.

시가화건조지역(Used Area): 도로(아스팔트, 콘크리트), 건축물(지붕,

옥상) 등 건조물이 위치한 지역을 학습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감독분

류 결과 분류된 지역을 시가화건조지역으로 정의한다. 분류 결과는 환경

부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의 시가화건조지역과 대용할 수 있다.

나지(Barren): 백사장, 채석장, 흙 운동장, 염전, 건축 기초공사(터파

기) 지역 등 식생 또는 건조물이 없는 지역을 학습지역으로 지정하였으

며, 감독분류로 분류된 지역을 나지로 정의한다. 분류 결과는 환경부 대

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나지와 대용할 수 있다.

수역(Water): 하천, 호수, 강, 바다, 갯벌(간조 시) 등 수계지역을 학

습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감독분류로 분류된 지역을 수역으로 정의한다.

분류 결과는 환경부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의 수역과 대용할 수 있다.

3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9), 「2019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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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분류 결과는 30m 공간해상도를 갖는 GeoTIFF 래스터 파일로

저장된다. 토지피복지도는 각 화소값 0(결측값), 1(산림지), 2(농경지), 3

(시가화건조지역), 4(나지), 5(수역)을 갖는다.

위성의 관측 오차로 인한 토지피복 분류 결과의 정확도 저하를 최소

화하고자, 연중 여러 시기의 Virtual band set을 이용하여 감독분류를 진

행한 후, 각각의 감독분류 결과를 연도에 따라 최빈값으로 중첩(<그림

9> 참조)하였다. 각 연도의 감독분류 결과 중첩은 GRASS GIS의

r.series 함수를 이용하여 화소별 최빈값으로 중첩하였다.

<그림 9> 최빈값 중첩 예시

최빈값으로 중첩된 각 토지피복 영상의 잡음 화소를 제거하고자, 각

도엽에 3x3 최빈값 필터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3x3 최빈값 필터링 기법

은 인접한 9개의 화소의 최빈값을 계산하여 가운데 화소값을 결정하는

기법(<그림 10> 참조)이다. 최빈값 필터링은 GRASS GIS의 r.neighbors

함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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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3x3 최빈값 필터링 예시

최빈값 필터링 결과를 대한민국 행정구역 SHP 파일에 대해 잘라내

어 최종적인 연도별 토지피복지도를 완성하였다. 잘라내기는 GDAL 라

이브러리의 gdalwarp 함수를 이용하였다.

2) 산림 탄소 흡수량 추정 모델 구축

산림 탄소 흡수량 추정 모델에는 위성영상과 현장조사 자료를 융합

하여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기법으로 격자 단위 임목축적을 추

정하는 과정, 임목축적에 대해 산림 바이오매스 탄소 저장량 환산식을

적용하여 격자 단위 산림 탄소 저장량을 추정하는 과정, 산림 탄소 저장

량에 대해 축적 차이법을 적용하여 연간 탄소 흡수량을 추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랜덤포레스트는 지도학습 방법의 하나로, 다수의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를 이용해 학습을 진행하는 앙상블(Ensemble) 방법이다.

랜덤포레스트는 입력 변수를 각각의 의사결정나무에 넣어 목표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이며, 각 의사결정나무의 예측값 중 가장 빈출한 값

을 모델 결괏값으로 산출한다. 랜덤포레스트 기법은 이산 또는 연속 데

이터 집합에 대해 회귀 또는 분류를 수행할 수 있어, 입력 변수 간 관계

를 이해하지 않고 연속 함수를 근사해 결괏값을 추정할 수 있다.31) 본

31) Breiman, L. (2001). Random forests. Machine learning, 45(1),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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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의 랜덤포레스트 모델 구축은 Python 기반의 Scikit-learn 라이

브러리의 Random Forest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격자 단위 임목축적 추정을 위한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학습 및 예측

변수는 Landsat 위성영상의 지수, SRTM 지형인자, NFI 임목축적을 활

용하였다.

Landsat 위성영상의 지수는 식생 생장 추정 인자로 주로 활용되는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정규화된 식생 차이 지

수), EVI(Enhanced Vegetation index, 향상된 식생 지수),

NDII(Normalized Difference Infrared Index, 정규화된 적외선 차이 지

수)를 이용하였다.

NDVI는 식물의 잎에 포함된 엽록소(Chlorophyll)에 대한 파장의 민

감도를 측정하는 지수로써 식생이 반사하는 적색 및 근적외선 파장을 이

용하여 계산된다. 건강한 식생은 적색 파장을 대부분 흡수하고, 근적외선

파장은 많이 반사한다. 반면, 식생 활력이 저하되거나 드물 경우 적색 파

장을 비교적 많이 반사하고, 근적외선 파장은 적게 반사한다. 따라서,

NDVI는 영상 촬영 지역의 식생 활력과 식생 분포를 판단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NDVI는 가시광선 및 적외선 파장 영역을 관측할 수 있는 다

중분광센서가 장착된 MODIS, Landsat, Sentinel-2 등의 위성영상을 이

용해 계산할 수 있다. Landsat 위성의 NDVI는 사용자가 직접 Red 밴드

와 NIR 밴드를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32) NDVI 계산 식은 <표 4>

와 같다.33)

32) Tucker, C. J. (1979). Red and photographic infrared linear combinations f
or monitoring vegetation.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8(2), 127-150.

33) USGS, Landsat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https://www.usg
s.gov/landsat-missions/landsat-normalized-difference-vegetation-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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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NDVI

Formula 
Landsat 5-7 
Landsat 8 

<표 4> NDVI 계산식

NDVI는 정규화된 지수로써 계산 결과는 -1에서 1의 사잇값으로 나

타난다. 식생 지역의 NDVI는 일반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며, 양의 값이

클수록 식생의 생장이 활발한 지역임을 의미한다. 반면, NDVI가 음의

값을 가지면 나지 등 식생이 전무한 지역임을 나타낸다.

EVI는 식생이 반사하는 청색, 적색, 근적외선 파장을 이용하며, 각

영역의 밴드에 보정 계수를 활용하여 대기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감도를

높여 식생 영역을 판단하는 데 최적화된 지수이다. EVI는 식물의 수관

형태 및 구조의 변화에 민감하며, LAI(Leaf Area Index, 잎 영역 지수)

와 연관성이 있다.34) EVI는 가시광선 및 적외선 파장 영역을 관측할 수

있는 다중분광센서가 장착된 MODIS, Landsat, Sentinel-2 등의 위성영

상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Landsat 위성의 EVI 계산은 사용자가 직

접 Blue 밴드, Red 밴드, NIR 밴드를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EVI

계산식은 <표 5>와 같다.35)

34) Liu, H. Q., & Huete, A. (1995). A feedback based modification of the ND
VI to minimize canopy background and atmospheric noise. IEEE transactio
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33(2), 457-465.

35) USGS, Landsat Enhanced Vegetation Index, https://www.usgs.gov/landsa
t-missions/landsat-enhanced-vegetation-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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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EVI

Formula ×××
Landsat 5-7 ×××
Landsat 8 ×××

<표 5> EVI 계산식

EVI는 일반적으로 양의 값이 클수록 식생 성장이 활발하며, 단위 면

적당 식생 밀도가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반면, 음의 값은 나지 등 식

생이 전무한 지역임을 나타낸다. 이론적으로 EVI는 무한한 값을 가질

수 있지만, 주로 식생 지역의 EVI 값은 0.2에서 1의 사잇값을 갖는다.

따라서, EVI 값이 1을 초과하면 화소의 잡음으로 인식할 수 있다.

NDII는 식물 수관의 수분 함량 변화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식생이 반사하는 근적외선과 단파적외선 파장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건

강한 식생은 근적외선 파장을 많이 반사해내며, 수관의 수분 함량이 적

은 식생은 단파적외선 파장을 많이 반사한다. 따라서, NDII는 식생의 수

분스트레스 양을 판단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36) NDII는 근적외선 영역과

단파적외선 영역을 관측할 수 있는 다중분광센서가 장착된 MODIS,

Landsat, Sentinel-2 등의 위성영상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Landsat

위성의 NDII 계산은 사용자가 직접 NIR 밴드와 SWIR 1 밴드를 이용하

여 계산하여야 한다. NDII 계산식은 <표 6>과 같다.

36) Klemas, V., & Smart, R. (1983). The influence of soil salinity, growth fo
rm, and leaf moisture on-the spectral radiance of. Photogramm. Eng. Rem
ote Sens, 49, 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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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NDII

Formula   
Landsat
5-7 

Landsat 8 

<표 6> NDII 계산식

NDII는 정규화된 지수로써 계산 결과는 -1에서 1의 사잇값으로 나

타난다. 식생 지역의 NDII는 일반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며, 양의 값이

클수록 수분 함량이 높으며, 식생의 생장이 활발한 지역임을 의미한다.

반면, 음의 값은 나지 등 식생이 전무한 지역임을 나타낸다.

<그림 11> MVC 기법 예시

계산된 Landsat 지수들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데이터 균일성을 확보

하고자, MVC(Maximum-Value Composite, 최댓값 합성) 기법(<그림

11> 참조)을 적용하였다. 연중 여러 시기의 도엽을 이용해 각각의 지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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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제작한 후, MVC 기법을 이용하여 각 연도의 최대치 값을 갖는 각

각의 지숫값을 산정하였다. MVC 기법은 GRASS GIS의 기능 중

r.series 함수를 이용하였다. MVC 기법을 적용한 연간 지수들은

GeoTIFF 래스터 파일로 저장하였다.

SRTM 지형인자는 식생 성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도

(Elevation), 향(Aspect), 경사(Slope) 데이터를 포함한다. 고도 자료는

SRTM DEM에 전처리를 진행하여 산출하였으며, 향과 경사 자료는 고

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향과 경사 자료의 계산은 gdal 라이브

러리의 gdaldem 함수를 이용해 계산하여 GeoTIFF 래스터 파일로 저장

하였다. 각 지형 인자는 미터(고도), 방위각(0~360도, 향), 경사각(0~90도,

경사) 값을 갖는다. 지형인자는 연간 변동이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매년 같은 값을 이용하였다.

제작된 Landsat 지수(NDVI, EVI, NDII)와 SRTM 지형인자(고도,

향, 경사)를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학습 및 예측인자로 이용하고자, 연도

별 자료를 각각의 연도별 산림지역 분포에 대해 추출하였다. 산림지역

분포 자료는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토지피복지도를 이용하여 제작하였

다. 산림지역 추출은 QGIS 환경의 래스터 계산기를 이용하여 진행하였

으며, 추출 결과물은 GeoTIFF 래스터 파일로 저장하였다.

NFI 임목축적은 연도별 각 표본점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구역의 평

균으로 재가공하여, 연도당 약 600개의 읍·면·동 행정구역의 임목축적 평

균값을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학습 및 예측인자로 이용하였다.

격자 단위 임목축적 추정을 위해, 랜덤포레스트 기법으로 각 읍·면·

동 행정구역의 임목축적 평균값과, 같은 행정구역의 산림에 대한

Landsat 지수(NDVI, EVI, NDII) 및 SRTM 지형인자(고도, 향, 경사)의

평균값에 대한 관계를 학습(<그림 12> 참조)하여, 공간에 대한 Landsat

지수 및 SRTM 지형인자 값을 이용하여 임목축적을 추정하는 랜덤포레

스트 모델을 제작하였다. 모델의 학습 인자로 이용되는 읍·면·동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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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위성자료 평균값은 QGIS 환경에서 읍·면·동 행정구역 SHP 파일에

대해 구역 통계(Zonal Statistics)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12> 랜덤포레스트 학습 모델 예시

NFI 임목축적 자료는 연도별 조사 지역이 일정하지 않아, 모델의 신

뢰도를 향상하고자, 각 연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연도당 서로 다른

하나의 모델을 생성하였다. 모델의 학습은 매년 약 600개의 읍·면·동 행

정구역에 대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학습 및 검증을 위해 값을 8:2(학습

8: 검증 2)로 분리하여 모델을 제작하였다. 모델의 최적화를 위해

Scikit-learn 라이브러리의 GridserchCV 함수를 이용하여 RMSE(Root

Mean Square Error, 평균 제곱근 오차)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최적 매

개변수를 찾은 후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하였다.

생성된 각 연도의 랜덤포레스트 모델에 산림지역에 대해 추출한

Landsat 지수 및 SRTM 지형인자를 입력하여 격자 단위 임목축적을 추

정하였다. 랜덤포레스트 모델 결과는 30m 공간해상도를 가지며,

GeoTIFF 래스터 파일로 저장된다.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임목축적 추정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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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임목축적 (m3)

NDVI =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정규화 식생 지수, 범위:
0~1)

EVI = Enhanced Vegetaion Index(향상된 식생 지수, 범위: 0~1)

NDII = Normalized Difference Infrared Index(정규화 적외선 지수, 범위 0~1)

EL = Elevation(표고)

SL = Slope(경사, 범위: 0~90)

AS = Aspect(향, 범위: 0~360)

β = 랜덤포레스트 모델 계수

ε = 오차

i = 지점 i

모델 결과로 추정된 격자 단위 임목축적을 산림 탄소 저장량으로 환

산하고자, 임상(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에 따른 국가고유계수를 반영

한 산림 바이오매스 탄소 저장량 환산식을 이용하였다. 임상별 국가고유

계수는 대한민국 산림청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연구 결과를 이

용하였다.37)38) 산림 바이오매스 탄소 저장량 환산식의 적용은 QGIS 환

경에서 래스터 계산기를 이용해 모델의 결과와 GeoTIFF 수치 임상도를

중첩하여 계산하였다. 산림 바이오매스 탄소 저장량 환산식은 다음과 같

다.39)

37) 국립산림과학원(2007), 「산림 바이오매스 및 토양탄소 조사ㆍ분석 표준」
38) 국립산림과학원(2010), 「우리나라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 평가」
39) 전게서(또는 앞의 책, op.cit.), Eggleston, S., Buendia, L., Miwa, K., Ngara,
T., & Tanabe, 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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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 산림 바이오매스 탄소 저장량 (tC)

S = 임목축적 (m3)

D = 목재기본밀도 (t d.m./m3) (침엽수림 0.46, 활엽수림 0.68, 혼효림 0.57)

BEFs =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침엽수림 1.43, 활엽수림 1.51, 혼효림 1.47)

R = 뿌리-지상부 비율 (침엽수림 0.27, 활엽수림 0.36, 혼효림 0.315)

CF = 탄소전환계수 (tC/t d.m.) (침엽수림 0.51, 활엽수림 0.48, 혼효림 0.495)

j = 지점 i의 임상 유형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i = 지점 i

연간 산림 탄소 흡수량은 2006년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축적

차이법(Stock change method)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축적 차이법은

해당 연도의 바이오매스와 이전 연도의 바이오매스의 차를 계산하여, 해

당 연도의 바이오매스 생장량으로 탄소 흡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축

적 차이법은 산림 탄소 저장량 각 화소에 대해 QGIS환경에서 래스터 계

산기를 이용해 계산하였다. 축적 차이법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CB = 산림 바이오매스 탄소 저장량의 연간 변화량 (tC)

Ct1 = t1 연도의 산림 바이오매스 탄소 저장량 (tC)

Ct2 = t2 연도의 산림 바이오매스 탄소 저장량 (tC)

축적 차이법으로 계산된 연간 산림 탄소 흡수량은 30m 공간해상도

의 격자형 GeoTIFF 래스터 파일로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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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분석

1) 토지피복지도 정확도 검증

토지피복지도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환경부 대분류 토

지피복지도 검증 방법에 따라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정확도 검증은 2020

년 토지피복지도를 대상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지점 4,471

개에 대해 검증을 진행하였다. 수도권 지역은 복잡한 토지이용으로 인해

토지피복 분류가 어려운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분류 정확도가 낮

을 것으로 판단하여 검증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3> 2020년 토지피복지도 검증 지점 지도

범례

녹색: 산림지

연녹색: 농경지

적색: 시가화건조지역

황색: 나지

청색: 수역



- 38 -

정확도 검증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50,000 축적의

인덱스 도곽을 1분(1.85km) 간격의 격자로 분할하여, 각 격자의 중심점

에 대해 분류 결과와 기준 자료를 육안으로 비교(<그림 13> 참조)하여

오차행렬표(Error matrix)를 작성하였다. 기준 자료는 2020년에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정사영상, Landsat의 Virtual band set, Google 지도

를 참조자료(Reference data)로 이용하였으며, 작성된 오차행렬표는 <표

7>과 같다.

참조자료

산림지 농경지 시가화
건조지역 나지 수역 합계

산림지 2,285 13 4 1 0 2,203

농경지 50 1,171 7 4 0 1,232

시가화
건조지역 8 8 724 3 0 743

나지 0 0 3 73 0 76

수역 7 0 7 0 103 117

합계 2,350 1,192 745 81 103 4,471

<표 7> 2020년 토지피복지도 검증 오차행렬표(단위: 갯수)

작성된 오차행렬표를 이용하여 생산자 정확도(Product Accuracy)와

사용자 정확도(User Accuracy)를 판별하였으며, Kappa 계수를 계산하였

다. Kappa 계수는 원격탐사 분야에서 정확도를 검증하는 데 주로 이용

되는 계수로, 0에서 1 사잇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appa 계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40)

40) Landis, J. R., & Koch, G. G.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
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15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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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Kappa 계수

P 0 = 실제 일치도

P c = 기회 일치도

오차행렬표를 이용하여 Kappa 계수를 계산하였을 때, 실제 일치도

(P 0)는 0.974, 기회 일치도(P c)는 0.374, Kappa 계수는 0.958로 나타났다.

2020년 수도권 지역의 토지피복 검증 결과 Kappa 계수는 1에 가깝게 계

산되어 높은 분류 정확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41)

토지피복
분류 사용자 정확도 생산자 정확도

산림지 99.2 97.2

농경지 95.0 98.2

시가화
건조지역 97.4 97.2

나지 96.1 90.1

수역 88.0 100.0

전체 정확도 97.4

<표 8> 2020년 토지피복 분류 정확도 계산 결과(단위: %)

또한, 오차행렬표를 이용하여 토지피복 분류 정확도를 계산하였을

때, 전체 정확도는 97.4%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토지피복 분류에서 사용

자 정확도는 95% 이상을 나타내어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나, 수역의 경

우 88%로 비교적 낮게 산출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토지피복 분류에서

생산자 정확도는 100%에 가까운 값을 보였지만, 나지의 경우 90%로 비

교적 낮게 산출되었다. 나지와 수역의 경우 다른 토지피복 분류에 비해

41) Cohen, J. (1960). A coefficient of agreement for nominal scales. Educatio
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1), 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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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수의 학습지역을 선정하여 토지피복 분류 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토지이용 분류별 정확도 계산 결과는 <표 8>과 같다.

토지피복지도의 추가적인 정확도 검증을 진행하고자, 2010년과 2019

년의 환경부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와 본 연구 결과(감독분류 결과)의 토

지피복 분류별 면적을 비교하였다. 비교를 위해, 환경부 대분류 토지피복

지도의 초지와 농업지역, 습지와 수역을 병합하여 다섯 가지 토지피복으

로 재분류하였다. 연도별 면적 비교 결과는 <표 9>과 같다.

산림지 농경지 시가화
건조지역 나지 수역 전체면적

감독분류 결과 69,957 25,009 3,304 369 1,392 100,031

환경부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63,088 21,590 3,748 1,469 1,864 91,679

감독분류 결과 68,367 24,743 5,046 382 1,493 100,031

환경부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62,484 20,391 5,070 1,360 2,455 91,760

<표 9> 환경부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비교 결과(단위: km2)

<그림 14> 접경지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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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작된 토지피복지도는 환경부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대

비 전체 면적이 약 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 대분류 토지

피복지도에는 접경지역이 포함되지 않아 전체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그림 14> 참조)된다. 접경지역의 면적은 8,306km2로 감독

분류 결과의 전체 면적인 100,031km2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작된 토지피복지도는 전체 정확도가 97.4%인

것에 비해, 환경부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경우, 분류 정확도가 75% 기

준으로 설계되어 분류 결과의 정확도가 낮은 한계가 있다.42)

2) 전국 단위 토지이용변화 분석

전국 단위의 토지이용 분류별 면적 변화 분석 결과, 전국의 산림지

면적은 2006년 70,446km2에서 2020년 68,371km2로 약 3%인 2,075km2의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전국의 시가화건조지역 면적은

2006년 3,348km2에서 2020년 5,310km2로 약 59%인 1,962km2의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경지 면적은 2006년 24,264km2에서 2020년

24,320km2로 추정되어 면적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연도

별 토지이용 분류별 면적은 <표 10>과 같다.

4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8장 분류정확도 평가
제 23조(평가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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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산림지 농경지 시가화건조지역 나지 수역

2006 70,466 24,264 3,348 484 1,470

2007 70,486 24,705 3,114 332 1,396

2008 70,122 25,042 3,159 289 1,420

2009 69,916 25,273 3,207 309 1,327

2010 69,957 25,009 3,304 369 1,392

2011 69,808 25,156 3,282 361 1,425

2012 69,523 25,397 3,293 363 1,457

2013 69,001 25,501 3,728 334 1,468

2014 68,515 25,602 4,025 419 1,471

2015 68,623 25,476 4,047 444 1,443

2016 68,450 25,479 4,193 402 1,508

2017 68,455 25,410 4,409 270 1,488

2018 68,432 25,141 4,710 272 1,478

2019 68,367 24,743 5,046 382 1,493

2020 68,371 24,320 5,310 503 1,528

<표 10> 전국의 연도별 토지이용 분류별 면적(단위: km2)

연도에 따른 전국 단위 토지이용 분류별 면적 변화의 상관성을 분석

하고자, OLS(Ordinary Least Square, 최소제곱법) 선형회귀 분석을 진행

하였다. 선형회귀 분석 결과, 산림지 면적은 연간 177.01km2의 감소 추세

가 나타났으며, 시가화건조지역 면적은 연간 152.92km2의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산림지와 시가화건조지역의 경우 영구적인 토지이용변화가 크

게 발생하여 연도와 면적 변화의 상관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농경지와 나지의 경우 연간 변동성이 높아 연도와 면적 변화의

비교 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와 나지의 경우 일시

적인 산지 전용, 도시 내 재건축, 유량 변동 등으로 토지이용이 빈번히

변화하여 연도별 면적 변화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에 따



- 43 -

른 전국 단위 토지이용 분류별 면적 변화의 OLS 분석 결과는 <표 11>

과 같다.

Statistics 산림지 농경지 시가화
건조지역 나지 수역

Coefficient -177.01 10.09 152.92 1.85 8.31

Pearson
correlation -0.96 0.11 0.94 0.12 0.72

p-value < 0.01 > 0.05 < 0.01 > 0.05 < 0.01

R2 score 0.92 0.01 0.89 0.01 0.51

Adjusted
R2 score 0.91 -0.06 0.88 -0.06 0.48

<표 11> 전국의 토지이용 분류별 면적 변화 통계 결과

토지이용의 변화 추세가 나타나는 산림지와 시가화건조지역의 면적

변화에 대해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OLS 선형회귀 분석을 시행(<그림

15> 참조)하였다. 선형회귀 분석 결과는 R2 score = 0.77, Pearson

correlation = -0.87, p-value < 0.01로 나타나, 산림지의 감소와 시가화

건조지역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산림지와 시가화건조지역의 연간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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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자치단체 단위 토지이용변화 분석

광역자치단체(시·도) 단위의 토지이용변화 추세를 살펴보고자, 연도

에 따른 토지이용 분류별 면적 변화를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산림지 면적은 감

소하고 시가화건조지역 면적은 증가하였지만, 광역자치단체별 인간 활동

유형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토지이용변화 특성을 보였다. 광역자치단

체별 토지이용변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중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토지이용변

화 특성을 도시의 발전 시기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시 발전이 비교적 앞서 이루어진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연도에 따른 산림지 면적 변화의 통계 결과 p-value > 0.05로, 산

림지 면적 변화는 연도와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주변으로 그린벨트 지정 등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산지 전용이 불가능하여 산지 전용이 적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

면, 부산을 제외한 도시에서, 연도에 따른 시가화건조지역 면적 변화는

p-value < 0.01로, 연도에 따른 시가화건조지역 면적의 증가 추세가 확

인된다. 이는, 산림지 대신 농경지가 시가화건조지역으로 변환되며 나타

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인천의 경우 시가화건조지역의 면적 증가량은

5.75km2로 타 도시에 비해 면적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

은 해안과 연접한 도시로 타 도시와 달리 간척 사업을 통해 유휴 토지를

확장하는 방식(<그림 16> 참조)으로 도시의 확장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둘째, 도시 발전이 비교적 늦게 이루어진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 연도에 따른 산림지와 시가화건조지역의 면적 변화의 통계 결과는

p-value < 0.01로, 산림지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시가화건조지역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에 출범한 세종시의 경우 시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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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지역 면적의 증가 비율이 173%로, 모든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도시

화 비율이 높은 지역(<그림 16> 참조)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도 및 특별자치도는 인간 활동 유형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토지이용변화 특성이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시가화건조지역 면적이 매년 50.19km2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증가량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

림지와 농경지 면적은 각각 매년 27.64km2, 21.98km2만큼 감소하는 추세

가 나타났다.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으로 서울 외곽의 정주지로 기능하여,

신도시 개발 등(<그림 16> 참조)으로 인해 산림지와 농경지가 시가화건

조지역으로 전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의 경우 산림지 면적은 각각 25.41km2,

27.13km2, 27.52km2 만큼 매년 감소하며,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농경

지 면적은 매년 15.71km2, 12.40km2, 18.38km2, 시가화건조지역 면적은

매년 8.73km2, 12.54km2, 6.90km2의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해당 광역자

치단체들은 수도권 접근성이 낮을수록 시가화건조지역 면적의 증가 폭이

작고, 농경지 면적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에 따른 광역자

치단체 단위 토지이용 분류별 면적 변화 OLS 통계 결과는 <표 12, 13>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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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동탄, 송도, 세종의 2006년 및 2020년 토지피복지도



- 47 -

Statistics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Coeffcient -0.38 -0.50 0.48 -1.30 -1.00 -1.50 -1.61 -2.02
Percentile -3% -2% 1% -5% -8% -7% -3% -11%
corr(pearson) -0.35 0.80 -0.36 -0.78 -0.48 0.53 0.65 0.27

R^2 0.08 0.10 0.21 0.33 0.51 0.71 0.53 0.72
Adj-R^2 0.01 0.03 0.15 0.27 0.47 0.68 0.50 0.70
p-value 0.30 0.26 0.08 0.03 0.00 0.00 0.00 0.00
Coef -1.86 -0.80 -3.72 -1.65 -1.07 -2.02 0.00 -0.86

percentile -56% -8% -34% -6% -8% -32% 0% -8%
corr(pearson) -0.82 -0.39 -0.94 -0.46 -0.60 -0.74 0.00 -0.54

R^2 0.67 0.15 0.88 0.21 0.36 0.55 0.00 0.29
Adj-R^2 0.65 0.09 0.87 0.15 0.32 0.51 -0.08 0.24
p-value 0.00 0.15 0.00 0.08 0.02 0.00 0.99 0.04
Coef 2.52 0.38 2.80 5.75 1.96 3.05 1.55 2.42

percentile 11% 3% 25% 40% 31% 51% 19% 173%
corr(pearson) 0.82 0.31 0.88 0.94 0.95 0.87 0.71 0.92

R^2 0.68 0.10 0.78 0.88 0.90 0.76 0.50 0.85
Adj-R^2 0.65 0.03 0.76 0.87 0.89 0.74 0.46 0.84
p-value 0.00 0.26 0.00 0.00 0.00 0.00 0.00 0.00
Coef -0.17 1.04 -0.06 -1.65 -0.20 0.15 0.27 0.35

percentile -66% 126% -42% -73% -73% 89% 84% 56%
corr(pearson) -0.35 0.81 -0.36 -0.80 -0.48 0.53 0.65 0.27

R^2 0.13 0.65 0.13 0.64 0.23 0.28 0.43 0.08
Adj-R^2 0.06 0.62 0.07 0.61 0.17 0.23 0.39 0.00
p-value 0.20 0.00 0.18 0.00 0.07 0.04 0.01 0.32
Coef 0.00 -0.27 0.43 -0.99 0.24 0.15 -0.19 -0.02

percentile 0% -11% 43% -71% 84% 12% -20% -5%
corr(pearson) -0.34 -0.79 0.79 -0.85 0.83 0.75 -0.81 -0.20

R^2 0.12 0.62 0.63 0.72 0.68 0.56 0.66 0.04
Adj-R^2 0.05 0.59 0.60 0.70 0.66 0.53 0.63 -0.03
p-value 0.22 0.00 0.00 0.00 0.00 0.00 0.00 0.47

<표 12> 광역자치단체 단위 토지이용 분류별 면적 변화 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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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Coeffcient -27.64 -25.41 -27.13 -10.65 -15.81 -27.52 -14.52 -15.95 -4.54
Percentile -7% -3% -7% -4% -5% -6% -1% -3% -7%
corr(pearson) 0.08 0.32 0.78 0.18 0.32 0.47 -0.46 0.26 -0.70

R^2 0.93 0.72 0.91 0.19 0.64 0.89 0.66 0.61 0.16
Adj-R^2 0.92 0.70 0.91 0.12 0.61 0.88 0.63 0.58 0.09
p-value 0.00 0.00 0.00 0.11 0.00 0.00 0.00 0.00 0.14
Coef -21.98 15.71 12.40 -10.45 20.90 18.38 -1.57 5.71 1.79

percentile -10% 16% 12% -4% 11% 6% -1% 4% 3%
corr(pearson) 0.71 0.65 0.70 -0.39 0.16 0.86 -0.17 0.49 0.18

R^2 0.50 0.42 0.50 0.15 0.03 0.74 0.03 0.24 0.03
Adj-R^2 0.46 0.38 0.46 0.09 -0.05 0.72 -0.05 0.18 -0.04
p-value 0.00 0.01 0.00 0.15 0.57 0.00 0.55 0.06 0.52
Coef 50.19 8.73 12.54 17.69 11.37 6.90 12.27 8.23 4.57

percentile 93% 82% 116% 104% 84% 37% 54% 37% 87%
corr(pearson) 0.96 0.74 0.79 0.50 0.90 0.77 0.93 0.90 0.83

R^2 0.92 0.55 0.62 0.90 0.81 0.59 0.69 0.80 0.69
Adj-R^2 0.91 0.52 0.59 0.89 0.79 0.56 0.67 0.79 0.67
p-valu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Coef 0.39 0.37 1.42 0.42 0.68 1.05 -1.04 0.49 -1.64

percentile 8% 18% 105% 18% 41% 59% -35% 25% -282%
corr(pearson) 0.08 0.32 0.78 0.18 0.32 0.47 -0.46 0.27 -0.70

R^2 0.01 0.10 0.61 0.03 0.10 0.22 0.21 0.07 0.49
Adj-R^2 -0.07 0.03 0.58 -0.04 0.04 0.16 0.15 0.00 0.46
p-value 0.78 0.25 0.00 0.52 0.24 0.08 0.08 0.33 0.00
Coef -0.88 0.89 0.70 0.61 0.80 0.55 4.91 1.60 -0.19

percentile -8% 9% 8% 7% 11% 3% 47% 13% -9%
corr(pearson) -0.70 0.65 0.47 0.65 0.58 0.29 0.56 0.64 -0.24

R^2 0.49 0.42 0.22 0.42 0.34 0.08 0.73 0.41 0.06
Adj-R^2 0.46 0.38 0.16 0.37 0.29 0.01 0.71 0.36 -0.02
p-value 0.00 0.01 0.08 0.01 0.02 0.30 0.00 0.01 0.39

<표 13> 광역자치단체 단위 토지이용 분류별 면적 변화 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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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 탄소 흡수량 변화 추정

1)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불확실성 분석

일반적으로 랜덤포레스트와 같은 기계학습 기법은 모델의 입력인자

에 의해 불확실성이 발생하여 모델 결과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임목축

적의 추정을 위해 구축된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불확실성을 분석하고자,

성능평가지표로 모델의 RMSE를 산출하였다.

RMSE는 모델이 예측하는 값과 실제 값 간의 차이를 나타낸 지표이

며, 다른 지표에 비해 모델에서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 둔감하여 기계학

습 모델의 성능평가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랜덤포

레스트 모델의 학습 시, 모델 학습에 이용한 훈련 및 검증 자료에 대해

각각의 RMSE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RMSE의 단위는 모델의 학습 인자

로 이용된 NFI 임목축적 단위인 m3로 나타난다. RMSE는 Python 기반

Scikit-learn 라이브러리의 mean_squared_error 함수를 이용하였으며, 함

수의 결과에 제곱근을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RMSE 산출식은 다음과 같

다.

 






  






ŷ = 모델의 예측값

y = 실제 값

계산된 연도별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RMSE는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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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학습
RMSE

검증
RMSE

NFI 임목축적
평균 (m3)

2006 2.9388 2.6954 6.061

2007 2.7574 2.4516 5.256

2008 2.6109 3.0702 5.085

2009 2.5083 2.6696 6.075

2010 2.7543 3.2109 7.097

2011 3.3706 3.0793 7.662

2012 3.333 3.6595 7.641

2013 3.3833 3.2857 7.864

2014 3.1716 3.1893 7.788

2015 3.2928 3.4174 8.459

2016 3.9352 4.1555 9.212

2017 3.4956 3.8663 9.075

2018 3.5336 4.0899 9.224

2019 3.8874 4.0665 9.297

2020 3.8090 4.4930 10.052

<표 14> 연도별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RMSE 결과

<그림 17> 연도별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RMSE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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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포레스트 모델의 RMSE 산출 결과, RMSE는 연도에 따라 값이

증가하며, 모델의 학습 인자로 이용한 NFI 임목축적 평균값의 크기에 비

례하여 변동하는 것(<그림 17> 참조)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의 NFI 임

목축적 평균값과 RMSE는 연평균 약 45% 차이를 보였다. 이는 모델의

학습 시 전국에 대한 600개의 읍·면·동 행정구역 평균값에 대해 학습이

진행되어 NFI 임목축적 평균값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

면, 학습 및 검증 자료 간 RMSE는 연평균 약 5% 차이가 발생하여, 모

델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2) 산림 탄소 저장량 추정

랜덤포레스트 모델로 추정된 임목축적에 산림 바이오매스 탄소 저장

량 환산식을 적용한 결과, 산림 탄소 저장량은 2006년 255,151,162 tC에

서 2020년 432,214,520 tC로 15년간 약 69%인 177,063,358 tC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도별 산림 탄소 저장량은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학

습 인자인 NFI 임목축적 평균값과 유사한 추세(<그림 18> 참조)를 나타

내었다. 산림 탄소 저장량과 NFI 임목축적 평균값의 OLS 통계 결과 R2

score = 0.96, Pearson correlation = 0.98, p-value < 0.01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탄소 저장량의 각 연도의 증감분을 산출하고자, 산림 탄소 저

장량에 대해 축적 차이법을 적용하였다. 축적 차이법 결과는 산림 바이

오매스의 성장으로 인한 탄소 흡수량과 산지 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

소 소실량을 포함한다. 전국의 산림 탄소 저장량과 축적 차이법 결과는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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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산림 탄소 저장량 축적 차이법 결과 연도

2006 255,151,162
- 26,737,227 2007-2006

2007 228,413,935
- 4,193,974 2008-2007

2008 224,219,962
18,953,335 2009-2008

2009 243,173,296
57,781,082 2010-2009

2010 300,954,378
23,275,163 2011-2010

2011 324,229,541
- 27,457,282 2012-2011

2012 296,772,259
1,632,432 2013-2012

2013 298,404,691
16,687,735 2014-2013

2014 315,092,426
34,692,293 2015-2014

2015 349,784,720
24,429,594 2016-2015

2016 374,214,314
- 10,884,301 2017-2016

2017 363,330,013
26,533,461 2018-2017

2018 389,863,474
- 10,246,261 2019-2018

2019 379,617,213
52,597,307 2020-2019

2020 432,214,520

<표 15> 산림 탄소 저장량 및 축적 차이법 결과(단위: tC)

<그림 18> 산림 탄소 저장량 및 NFI 임목축적 평균값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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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탄소 저장량에 대한 축적 차이법 결과, 산림 탄소 저장량은 연

간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 탄소 저장량이 감소하는 연

도가 발생하였다. 이는 해당 연도에 모델의 학습 인자로 사용된 NFI 표

본점의 임목축적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산림 탄소 저장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산림 탄소 흡수량 및 소실량 추정

변동성이 높은 산림 탄소 저장량의 변화를 일반화하고자, 축적 차이

법 결과에 대해 평균을 진행하였다. 축적 차이법의 평균은 GRASS GIS

의 r.series 함수를 이용하여, 축적 차이법 결과의 GeoTIFF 래스터 파일

에 대해 각 격자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평균값 산출 결과, 토지피복 변

화에 따라 격자 값의 부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격자의

값이 양수일 경우 "산림지로 유지된 산림지"와 "타 토지에서 전용된 산

림지"의 바이오매스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림 탄소 흡수량으로 추

정하였다. 반면, 격자의 값이 음수일 경우 산림이 그 밖의 토지이용으로

전용될 때 식생이 제거되며 발생하는 산림 탄소 소실량(<그림 19> 참

조)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19> 토지피복 및 산림 탄소 흡수량 지도 예시

산지 전용에 따른 탄소 소실량은 "타 토지로 전용된 산림지"로 분류

할 수 있지만, 현 LULUCF 부문 산림 온실가스 인벤토리에는 산지 전용

으로 인한 탄소 소실량은 산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타



- 54 -

토지로 전용된 산림지"에서 발생하는 산림 탄소 소실량을 구분하여 계산

하고자 하였다.

전국의 연간 산림 탄소 흡수량은 13,603,296 tC yr-1으로, 연간 산림

탄소 소실량은 955,914 tC yr-1으로 추정되었다.

토지피복 변화에 따른 산림 탄소 흡수량의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 광

역자치단체(시·도) 단위의 산림 탄소 흡수량 및 소실량을 비교하고자 하

였다. 광역자치단체 통계를 위해, QGIS 환경에서 격자 단위의 연간 산림

탄소 흡수량 및 소실량을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SHP 파일과 중첩하여

구역 통계를 진행하였다.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연간 산림 탄소 흡수량

및 소실량은 <표 16>와 같다.

지역 산림 탄소
흡수량 평균

산림 탄소
소실량 평균

산림지 면적
(2020년)

산림면적
변화량

전국 13,603,296 955,914 68,371 (100%) -177.01
서울특별시 40,681 4,225 182 (0%) -0.38
부산광역시 74,204 5,227 387 (1%) -0.50
대구광역시 98,902 4,018 529 (1%) 0.48
인천광역시 76,327 10,628 398 (1%) -1.30
광주광역시 34,332 5,265 191 (0%) -1.00
대전광역시 66,325 6,756 322 (0%) -1.50
울산광역시 140,529 10,726 745 (1%) -1.61
세종특별자치시 49,824 8,680 262 (0%) -2.02

경기도 1,100,557 140,382 5,602 (8%) -27.64
강원도 3,038,785 133,852 14,542 (21%) -25.41
충청북도 1,146,374 100,512 5,400 (8%) -27.13
충청남도 846,895 73,100 64,326 (6%) -10.65
전라북도 962,496 70,912 4,651 (7%) -15.81
전라남도 1,364,222 115,015 7,273 (11%) -27.52
경상북도 2,835,233 142,929 14,752 (22%) -14.52
경상남도 1,512,008 82,698 7,842 (11%) -15.95

제주특별자치도 215,604 40,987 968 (1%) -4.54

<표 16> 광역자치단체 단위 산림 탄소 흡수량 및 소실량(단위: tC yr-1, km2)

산림 탄소 흡수량의 광역자치단체 단위 비교 결과, 산림면적 비중이

각 21%, 22%로 높은 면적을 차지하는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산림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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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흡수량이 연평균 각 3,038,785 tC yr-1, 2,835,223 tC yr-1으로 추정되

었으며, 이는 전국 산림 탄소 흡수량의 약 43%를 차지한다. 이처럼, 산

림 탄소 흡수량은 산림면적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 탄소 흡수

량의 증진을 위해서는 신규 산림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산림 탄소 소실량의 광역자치단체 단위 비교 결과, 산림면적의 감소

가 큰 지역일 수록 산림 탄소 소실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

단체별 산림 탄소 소실량의 변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중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토지이용변

화 추세와 유사하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산림 면적의 감소

가 적은 서울, 부산, 대구는 산림 탄소 소실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지

만, 인천,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 산림 면적의 감소에 따라 산림 탄소

소실량이 높게 추정되었다.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의 경우 산림지 면적의 감소량은 27.64 km2

yr-1로 나타나 연간 산림 면적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산림 탄소 소실량 또한 140,382 tC yr-1로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의 연간 산림지 면적의 감소는 각각 25.41 km2 yr-1,

27.13 km2 yr-1, 27.52 km2 yr-1 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의 연간 산림 탄

소 소실량은 133,852 tC yr-1, 100,512 tC yr-1, 115,015 tC yr-1로 높게 나

타났다. 단, 경상북도의 경우 산지 전용 면적은 높지 않지만, 연간 산림

탄소 소실량은 142,929 tC yr-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상북도 지역의

경우, 산림 식생의 생육이 활발한 지역에 산지전용이 발생하여 산림 소

실 면적 대비 탄소 소실량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타 토지로 전용된 산림지"에서 발생하는 산림 탄소 소실량을 공간

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인간 활동에 의한 산림 파괴로 인해 산지 전용이

발생하며, 산림지의 식생이 제거되어 탄소가 소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산림 탄소 소실량을 감지(<그림 20>

참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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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산림지역 변화 및 산림 탄소 흡수량 비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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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델 결과의 불확도 추정

산림 탄소 흡수량 추정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로 제

작된 모델의 산림 탄소 흡수량 추정값과 국가 LULUCF 부문 산림지 온

실가스 인벤토리를 비교하였다. 비교는 연구 기간(2006년~2020년)에 해

당하는 광역자치단체 단위 산림 탄소 흡수량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비교

하였다. 산림 탄소 흡수량의 비교 결과는 <표 17>과 같다.

지역 산림 탄소 흡수량
(모델) 평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평균

전국 13,603,296 14,238,698

서울특별시 40,681 28,623

부산광역시 74,204 75,688

대구광역시 98,902 137,811

인천광역시 76,327 87,913

광주광역시 34,332 9,993

대전광역시 66,325 94,489

울산광역시 140,529 180,445

세종특별자치시 49,824 154,867

경기도 1,100,557 1,143,348

강원도 3,038,785 2,810,624

충청북도 1,146,374 1,230,526

충청남도 846,895 809,738

전라북도 962,496 880,244

전라남도 1,364,222 1,150,694

경상북도 2,835,233 3,390,244

경상남도 1,512,008 2,006,857

제주특별자치도 215,604 46,594

<표 17> 산림 탄소 흡수량 비교 결과(단위: tC yr-1)

본 연구에서 추정된 산림 탄소 흡수량의 평균값과 국가 LULUCF 산

림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평균값은 서로 유사한 추세를 보이지만,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큰 폭의 격차가 나타났다. 이는, 국가 LULUCF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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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는 Tier 2 수준의 통계 기반 자료를 토대로 인벤토리가 산출되지만,

본 연구는 Tier 3 수준인 위성자료를 기반으로 값을 추정하여 차이가 발

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IPCC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정확도 판단을 위해 인벤토리의 불확

도를 계산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43) 하지만, 현 국가 LULUCF

부문 산림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불확도를 산정하지 않아 통계의 신뢰성

에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본 연구는 산림 탄소 추정 모델의 정확도 판

단을 위해 모델 결과에 대해 불확도를 계산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

는 Tier 3 수준을 충족하는 공간적 산림 탄소 저장량 및 흡수량을 추정

하여, 실제 산림의 바이오매스 탄소량의 참값에 가깝다고 여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림 탄소 흡수량 추정 모델 결과의 불확도는 학습 인자로 사용한

NFI 임목축적, 위성영상, 수치 임상도의 불확실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해당 변수 중 본 연구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Landsat

위성영상의 지수 및 산림의 임상 비율을 조정하여 모델에 적용한 후, 각

모델 결과의 산림 탄소 저장량을 비교하여 불확도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Landsat 위성영상의 지수(EVI, NDVI, NDII)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델 결괏값의 불확도 계산을 위해, 매년 제작된 각 지수에 대

한 최댓값, 최솟값, 평균값을 추가로 계산하여 랜덤포레스트 모델에 적용

하였다. 각 Landsat 지수의 계산은 GRASS GIS의 기능 중 r.series 함수

를 이용하였다. 변경된 지수값을 이용하여 랜덤포레스트 모델을 학습하

였으며, Scikit-learn 라이브러리의 GridserchCV 함수를 이용하여 RMSE

가 최소인 최적 매개변수를 찾은 후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하였다.

이후, 랜덤포레스트 모델 결과에 산림 바이오매스 탄소 저장량 환산식을

적용하여, Landsat 위성영상의 지수에 의해 변동되는 연도별 산림 탄소

43) 황인창, & 진상현. (2014). 에너지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불확도에 관한
연구: Tier 1 에러전파방법을 이용한 추정. 자원· 환경경제연구, 23(2), 249-2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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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의 최댓값 및 최솟값을 산정하였다. Landsat 위성영상 지수에 의

해 변동되는 산림 탄소 저장량의 최댓값 및 최솟값은 <표 18>과 같다.

연도 산림 탄소 저장량
최소값 (tC)

산림 탄소 저장량
최대값 (tC) 차이 (%)

2006 252,236,206 255,151,162 1.14

2007 226,409,019 229,336,187 1.28

2008 214,367,066 224,219,962 4.39

2009 242,100,876 246,285,161 1.70

2010 294,043,694 300,954,378 2.30

2011 321,723,905 326,373,812 1.42

2012 296,772,259 300,638,255 1.29

2013 298,404,691 313,200,445 4.72

2014 299,358,825 315,675,361 5.17

2015 343,819,891 349,784,720 1.71

2016 367,497,565 376,083,010 2.28

2017 358,674,728 363,330,013 1.28

2018 382,084,569 389,863,474 2.00

2019 349,013,240 379,617,213 8.00

2020 407,993,629 433,058,843 5.79

<표 18> Landsat 지수에 의한 산림 탄소 저장량 불확도

Landsat 영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림 탄소 저장량의 불확도는 연도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평균 불확도는 약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 임상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델 결괏값의 불확도

계산을 위해, 기존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임목축적 추정값에 산림의 임상

구성 비율을 침엽수림 100%, 활엽수림 100%으로 가정해 산림 바이오매

스 탄소 저장량 환산식을 적용하여 최댓값 및 최솟값을 산출하고자 하였

다. 산림 바이오매스 탄소 저장량 환산식의 목재기본밀도, 바이오매스 확

장계수, 뿌리-지상부 비율, 탄소전환계수를 모두 곱하였을 때, 국가 고유

계수는 침엽수림 0.43, 활엽수림 0.67로 나타나 활엽수림은 최댓값, 침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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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림은 최솟값으로 나타난다. 수치 임상도에 의해 변동되는 산림 탄소

저장량의 최댓값 및 최솟값은 <표 19>와 같다.

연도 산림 탄소 저장량
최소값 (tC)

산림 탄소 저장량
최대값 (tC) 차이 (%)

2006 203,934,609 320,840,493 36.44

2007 182,126,067 286,530,164 36.44

2008 179,313,318 282,105,002 36.44

2009 195,008,310 306,797,176 36.44

2010 239,918,421 377,452,089 36.44

2011 259,298,985 407,942,596 36.44

2012 236,739,888 372,451,457 36.44

2013 238,216,652 374,774,778 36.44

2014 253,032,560 398,083,932 36.44

2015 279,596,303 439,875,389 36.44

2016 300,341,429 472,512,697 36.44

2017 290,723,097 457,380,638 36.44

2018 312,252,595 491,251,959 36.44

2019 305,194,284 480,147,459 36.44

2020 345,789,909 544,014,600 36.44

<표 19> 수치 임상도에 의한 산림 탄소 저장량 불확도

수치 임상도에 의해 발생하는 산림 탄소 저장량의 불확도는 36.44%

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 바이오매스 탄소 저장량 환산식의 임상별 계수

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산림 탄소 저장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치 임상도의 임상구분 정확도가 중요한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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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가 LULUCF 산림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보완하

고, 인간 활동에 의한 산지 전용과 산림 탄소 흡수량의 변화를 공간적·

정량적으로 판단하고자 위성영상 및 현장 조사자료에 지도학습을 활용하

여 임목축적 및 산림 탄소 저장량의 공간 분포를 추정하였다. 또한, 모델

결과로 도출된 산림 탄소 저장량을 이용하여 전국의 산림 탄소 흡수량

및 소실량의 공간 분포를 추정하였다.

산림 탄소 저장량의 추정에 앞서, 정확한 산림 공간 분포의 확인을

위해, 위성영상에 지도학습을 이용하여 정확도 높은 토지이용변화 매트

릭스를 구축하였다.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는 연구 기간(2006년~2020년)

에 대한 연간 토지피복지도로 구성된다.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를 이용해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연간 토지이

용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연도에 따른 토지이용변화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산림면적의 감소와 도시면적의

증가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산림면적이 감소

하며, 농경지와 도시면적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랜덤포레스트 모델을 이용한 산림 탄소 저장량 추정 결과, 모델의

학습 인자로 이용된 표본점 임목축적 값의 변동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림 바이오매스 탄소량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산림조

사자료의 정확도가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산림 탄소 저장량의 연간 변화량을 평균한 결과, 산림 탄소 흡수량

과 산림 탄소 소실량을 공간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산림 탄소 흡수량

은 "산림지로 유지된 산림지"와 "타 토지에서 전용된 산림지"에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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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매스의 성장을 통해 흡수되는 탄소를 의미하며, 양수로 나타나는 격자

를 산림 탄소 흡수량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공간적으로 확인하였다. 반

면, 산림 탄소 소실량은 "타 토지로 전용된 산림지"와 같은 산지 전용에

따른 산림 바이오매스의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산림 탄소 소실량을 의미

하며, 음수로 나타나는 격자를 산림 탄소 소실량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공간적으로 확인하였다.

현 LULUCF 부문의 산림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타 토지로 전용된

산림지"와 같이 산림 전용에 따른 산림 탄소 소실량을 제공하지 않고 있

다. 반면, 본 연구는 산림 탄소 저장량의 공간적 분포의 확인이 가능하

여,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산림 탄소 소실량을 추출해낼 수 있었다.

토지이용변화와 산림 탄소 흡수량 및 소실량을 비교하였을 때, 산림

탄소 흡수량은 산림면적에 비례하였으며, 산림 탄소 소실량은 산림면적

의 감소량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탄소 흡수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신규 산림의 조성과 산림 전용의 억제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

다.

본 연구는 위성영상과 현장 조사 자료 및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

여, 산림 탄소 저장량과 흡수량 및 소실량의 공간적·정량적 분포의 추정

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LULUCF 산림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산정 시, 위성영상을 활용한 추정 방법이 병행되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 결과인 토지피복지도는 <그림 21>과 같으며, 산림 탄소 저

장량 지도는 <그림 22>, 산림 탄소 흡수량 및 소실량 지도는 <그림

23>과 같다.



- 63 -

<그림 21> 2020년 토지피복지도



- 64 -

<그림 22> 2020년 산림 탄소 저장량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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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산림 탄소 흡수량 및 소실량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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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성영상은 영상 촬영 당시의 기상 상황에 따라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위성영상은 구름 등 기상의 영향으로 원하는 날의 영

상을 습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Landsat 위성영상의 경우 사용

자가 직접 전처리를 진행하여 이용하여야 하므로, 가장 최상의 품질을

갖는 데이터를 선정할 수 없어 각종 지숫값 계산 시 도엽별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Landsat 위성영상보다 균질한 위성영상 데이

터를 활용한다면 불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30m 공간해상도를 갖는 Landsat 위성영상을 이용

하여, 모델의 결과 또한 30m 공간해상도를 갖는다. 향후, Sentinel-2.

Kompsat 등 더 높은 해상도를 갖춘 다중분광센서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더욱 고해상도인 모델 결괏값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산림 탄소 저장량 추정 시 식생 인자 중 NDVI,

EVI, NDII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특별한 기준으로 해당 지

숫값이 선정된 것이 아닌, 식생 성장을 추정하는 대표적 인자로 판단하

여 선정하였다. 더욱 정확한 탄소 저장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위성영상

의 밴드를 조합하여 가장 최상의 탄소 값을 추정할 수 있는 밴드를 선정

하는 방법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NFI 자료의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원본 NFI

자료에는 조사구의 정확한 위·경도 좌푯값이 존재하지만, 산림청에서

NFI 자료의 배포 시 정확한 지점 값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 자료의 최소 배포 단위인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 임

목축적을 평균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구의 임목축적 값을 용해하

는 과정에서, 탄소량 계산 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여겨진



- 67 -

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 자료(NFI, 수치 임상도)를 기반으

로 산림 탄소 저장량을 추정하였다. 현장 조사 자료의 불확실성과 관측

지점의 부족으로 인해, NFI 임목축적 평균값과 모델의 RMSE는 연평균

약 45% 차이를 보였으며, 수치 임상도에 의해 발생하는 산림 탄소 저장

량의 불확도는 36.44%로 나타났다. RMSE의 경우 선행연구들에 비해 낮

게 산출되었지만, 산림 조사 자료의 정확도가 향상된다면 모델의 RMSE

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산림 탄소 저장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는 산림 조사가 더 상세히 자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는 산림 토양 및 고사 유기물에 저장 및 흡수되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산림 바이오매스에 의한 탄소 흡

수량보다 과소 추정될 여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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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essment of forest carbon

storage change in South Korea

using supervised learning on

satellite imagery

Jaewon Shi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forests cover around 64% of the country's total

land area, and the forest vegetation carbon absorption makes up

roughly 6% of the nation's overall carbon emissions. However, there

is concern that as urban areas increase as a result of human activity,

the forest area will decrease and that the amount of forest carbon

absorption may shrink. The current National Inventory Report(NIR) is

impossible to confirm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change in forest

carbon absorption caused by the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s

in the local area.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heck the spa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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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of the change in forest carbon absorption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NIR. This study aimed to confirm the

land use change and the change in forest carbon stock and amount

of absorption every year from 2006 to 2020 about the whole country

through supervised learning in high-resolution satellite data from

Landsat and SRT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nation's forest area decreased by

2,095km2 (about 4%) from 70,466km2 in 2006 to 68,371km2 in 2020,

and the nation's urban area increased by 1,962km2 (about 59%) from

3,348km2 in 2006 to 5,310km2 in 2020. During the same period, the

amount of nation's forest carbon absorption was estimated to be

13,603,296 tC yr-1, and the amount of nation's forest carbon loss by

the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s was estimated to be 955,914

tC yr-1. Whe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nalyzed by metropolitan

governments, in Gyeonggi-do and Sejong-si, where human activity

was active, the forest area decreased by 7% and 11%, respectively,

and the urban area increased by 93% and 173%, respectively.

Through this study, it was spatially and quantitatively proven that

the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s more frequent and the amount

of forest carbon absorption decreases in a region where human

activity is intense.

keywords : Forest, Carbon, Satellite, Supervised-learning,

Urbanization

Student Number : 20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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