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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of Risk Area Distribution of Pine Wilt Disease 

Using Maximum Entropy Model in Gyeongj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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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머신러닝 기법을 토대로 15개 환경 변수를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위험지역 분포를 예측하였다. 연구는 

최대 엔트로피 모델을 머신러닝 기법으로 활용하였고, 연구 지역은 경주이며 연구 기간은 2018∼2020년이다. 모델의 평가에는

AUC(area under the curve)를 이용하였다. 연구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목 핵심 분포 지역은 2018년 대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2.5배와 4.7배 확대되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목 분포 추정 모델의 AUC는 모든 해에 최소 0.86 이상이었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직전 해의 감염목 근접도 이었다. 지형과 도로와의 인접성, 목조건물 인접성, 5월 평균 기온도 

중요한 변수이었다. 인간 활동과 매개충의 생장 환경이 소나무재선충병의 공간적 분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연구의 결과는 감염목 분포 정보의 지속적인 구축과 공유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정책과 연구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소나무재선충병, 분포 예측, 머신러닝, 공간 분석

Abstract : This study predicted the distribution of risk areas for pine wilt disease (PWD) based on machine learning
by using 15 environmental variables.  The maximum entropy model was employed for the study and AUC (area
under the curve) was used to evaluate the model. The study area is Gyeongju, and the study period is 2018-2020.
In the study area, the core distribution area of   trees infected with PWD expanded 2.5 times and 4.7 times in
2019 and 2020 compared to 2018, respectively. The AUC of the spatial estimation for PWD was at least 0.86
in each year.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the model was the proximity of infected trees in the previous year.
The topography, proximity to roads and wooden buildings, and the average temperature in May were also 
important variables. It means that human activities and the environment of its vec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PWD.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 establishment and sharing
of the distribution data for infected trees are important for policies and research for the prevention of PWD.
Key Words : Pine wilt disease, Distribution prediction, Machine learning, Spati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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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 전체 산림 중 소나무는 220만ha를 차지하며 

약 13,044만tC로 가장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한국환

경연구원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 “가치평가 toolkit”, 

침엽수림 탄소저장계수 106.64 tC/ha 적용). 소나무 숲은 

산림자원으로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최근 소나무재

선충병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

원의 관심과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산림청, 2021b).

소나무재선충병은 크기가 1mm 내외의 실과 같은 작은 

소나무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와 같은 

매개충을 통해 소나무, 잣나무 등으로 침입하여 감염되면 

100% 고사시키는 산림병해충이다(Morimoto and Iwasaki, 

1972).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최초 발병 후 전국

으로 확산되고 있다(이대성 등, 2017). 우리나라에서 소나

무재선충병의 발생본수는 다양한 관리 정책의 효과로 

2016년 992,363 본에서 2020년 307,919 본으로 크게 감소

하였다. 하지만 공간적 발생 범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산림청, 2021a; 2021b).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는 나무주사사업과 같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

지만 단목 벌채, 모두베기, 파쇄, 훈증 등 사후 벌목 중심의 

방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나무재선충병 방

제사업 예산 중 사전방제 성격의 예방 나무주사사업의 비

중은 10% 내외이다(한국농촌경제신문, 2018년 10월 2일). 

사전방제 활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서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지만 피해 발생 이전에 수행되므로 우선 관리지

역과 집중관리 지역의 선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Tang et al., 2021). 소나무재선충병의 위험지역 

분포 예측 정보는 우선 관리지역과 집중관리 지역을 선정

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의 환경적 요

인을 밝히는데 기여해 왔다. 매개충의 생태에 관한 연구

(Hirata et al., 2017), 매개충의 기주식물의 서식 환경과 생

태(Park et al., 2013; 이대성 등, 2017; Futai, 2008; Park et 

al., 2013, Ha and Lee, 2017), 소나무재선충병이 주로 분포

하는 해발고도(김종원, 2006), 인간 활동이 소나무재선충

병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Shin, 2008; Robinet et al., 2009)

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소나무재선충병의 분포 

예측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최근 다양한 공간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

여 환경적 요인과 특정 현상의 관계와 공간적 분포를 예측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Elith et al., 2011; Merow et 

al., 2013; 알-마문 등, 2017; 김영호 등, 2017; 홍일영, 2017; 

Park et al., 2018). 특히 최대 엔트로피 모델링 기법은 종 출

현 자료만을 이용하면서도, 의사난수(pseudo random)를 

활용하여 비출현 자료를 생성해야 하는 모형에 비해 향상

된 모의효율을 보이면서 종의 공간 분포 추정 연구에서 주

목 받고 있다(Phillips et al., 2004; Elith et al., 2006; 서창완 

등., 2008, Franklin, 2009). 따라서 김지연 등(2012)는 최대 

엔트로피 모델이 모델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고 제안한 바 있다.

최대 엔트로피 모델을 활용한 잠재 서식지 또는 위험지

역 분포 예측 위해서는 분석 대상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대

한 사전 정보와 다양한 공간 빅데이터를 필요로 한다(Park 

et al., 2018; Tang et al., 2021).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지

역에 대한 기후, 지형, 식생, 사회적인 요인 등에 대한 정보

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다양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축적

되어 있다. 나아가 여러 공공개방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감염목 정보 뿐만 아니라 발생 지역의 환경적 요인과 연관

되는 공간 빅데이터, 예를 들어 기상관측정보, 수치표고모

델, 임상도, 실폭도로 등도 공공개방 데이터를 통해 확보 

가능하다(박종철·김장수, 2014; 임종서·이건학, 2017; 

김근한 등 2019; 정재준, 2019). 따라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위험지역 분포 추정을 위한 연

구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공간 데이터와 최대 엔트로피 모델을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위험지역 분포를 추정하였

다. 이를 통해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 나무주사사업

을 통해 산림을 보호하고 주요 예찰지역 선정으로 산림 병

해충 예찰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지역 개관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경주시이다. 경주

시의 총 산림면적은 88,736ha이고 이 중 침엽수는 34,837 

ha로 산림면적 대비 약 39%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산림청, 

2020). 하지만 경주시는 2017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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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고사목 5만본 이상의 극심지역으로 편성되어(경주신

문, 2017년 5월 18일)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방재 및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 지자체, 경상북

도산림환경연구원,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등 여러 기관에

서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의심목에 대한 시료 채취, 검

경(檢鏡, microscopy examination)으로 감염목 확정 등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어 장기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위치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었다.

2. 연구 자료

본 연구는 5개 유형 14개의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소나

무재선충병 위험지역 분포를 예측하였다. 소나무재선충

병의 확산은 매개충의 생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스스로 이동 능력이 없어 새로운 지역에서 발

생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에 의해 확산되기 때문

이다(이대성 등, 2017). 하지만 매개충의 활동 반경이 2km

로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기간에 전국으로 확산되

는 요인은 고사목의 운반 등 인간의 활동이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Shin, 2008; Robinet et al., 2009). 따라서 연구에

서는 매개충의 생장 및 발달, 매개충의 기주식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인간 활동을 고려할 수 있는 요인 등을 독립변

수로 채택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환경 변수 목록은 표 1과 

같고, 각 변수의 분포도는 그림 2와 같다. 가뭄지수 분포도

는 부록 1에 수록하였다.

지형 부문에는 지형고도, 지형경사, 사면방향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해발고도 450m 이하에 주

로 분포하였고(Kiyohara et al., 1975), 김종원(2006)에 의

하면, 경상북도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지는 80%가 

해발고도 100m 이하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지형경사와 

사면방향은 매개충의 기주식물인 소나무의 생태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Futai, 2008; Park et al., 2013; Ha and 

Lee, 2017). 사면방향은 8방위를 사용하였다.

인간활동 부문에는 도로 근접도와 목조건물 근접도를 

활용하였다. 인구 밀도, 건물 및 도로와의 거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Shin, 2008; 

Robinet et al., 2009). 아울러 인간이 건설한 목조건물은 

매개충의 기주식물 역할 및 감염목 확산의 원인 중 하나이

기 때문에 변수로 고려하였다. 도로 근접도와 목조건물 근

접도는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의 실

폭도로(행정안전부 제공), 용도별 건물 공간정보(국토교

통부 제공)를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그림 1. 연구 지역 위치 및 2018~2020년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지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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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부문에는 수종, 임령, 경급을 고려하였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소나무와 잣나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종

을 고려하였고, 기주식물의 영급, 흉고 등은 소나무재선충

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Futai, 2008; Park et al., 

2013, Ha and Lee, 2017) 연구에 활용하였다. 임상 정보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의 1:5,000 임상도로부터 획득하였다. 

임상도는 소나무, 잣나무 등 임상별 주요 수종 정보, 임상

의 나이인 영급 정보, 흉고 직경에 대한 경급 정보 등을 포

함하고 있다. 영급은 50% 이상의 수관을 점유하는 임상의 

나이를 9 등급으로 나눠 표현한다. 1영급은 1∼10년, 9영

급은 81년 이상을 의미한다. 경급은 입목의 흉고 직경에 

따라 4등급(치수, 소, 중, 대경목)으로 구분된다(국가공간

정보포털, “임상도(1:5000)”.

기후 변수로는 5월 평균기온과 연평균 기온, 기후학적 

가뭄지수인 SPI(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를 활용

하였다. 기온과 강수량은 매개충의 생장 및 발달, 매개충

의 기주식물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연구자에 따라 연평

균 10∼20°C가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하한 기온으로 제

시되어 왔다(Rutherford and Webster, 1987; Ohsawa and 

Akiba, 2014; Mamiya, 1988; Hirata et al., 2017; 이대성 등, 

2017; Kwon et al., 2006). 따라서 연평균 기온을 변수로 채

택하였으며, 매개충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생장하기 시작

하는 5월의 기온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5월 평균 기온을 활

용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소나무의 저항성은 가

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Mamiya, 1983; Ikeda, 1996; Miki 

et al., 2001; Akema and Futai, 2005; Park et al., 2013) 가뭄

지수를 변수로 채택하였다.

기후 변수는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의 지상 관측 자

료 중 종관기상관측과 방재기상관측 자료를 수집하여 구

축하였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의 월 관측 자료를 

획득하여 가뭄지수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기간(2018∼

2020년)의 연평균 기온과 매년 5월의 평균기온 자료를 구

축하였다. 가뭄지수인 SPI는 주어진 지속기간(1, 3, 6, 9 개

월 등)에 대한 누가강수시계열을 작성하였다. 이를 토대

로 월별 확률분포형을 선정하고, 누가확률을 산정하여 표

준정규분포의 변량을 구하는 과정으로 계산되며(McKee 

et al., 1993), 가뭄의 시·공간적인 분포를 분석하는데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예를 들어, 박종철 등, 2014; Lee et al., 

2012; Lee et al., 2019). 본 연구에서 SPI는 1개월(단기가

뭄), 3개월과 6개월(중기가뭄)을 연구에 채택하였다. 이 

가뭄지수들은 정규식생지수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식생

의 가뭄현상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김동우 등, 2017).

기온 및 강수량의 공간적인 분포는 통계적인 내삽법을 

사용하여 획득하였다. Kriging과 강수량의 공간적 상세화

를 위해 개발된 PRISM-KNU(박종철·김만규, 2016)을 각

각 기온과 강수량의 내삽에 활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기

표 1. 연구에 활용된 환경 변수 및 변수 선정 근거 참고문헌

변수 부문 변수 변수 유형 변수 선정 근거 및 참고문헌

지형

지형고도 연속형
소나무재선충병의 분포 고도 및 매개충의 기주식물인 소나무의 생태 관련 변

수(Kiyohara et al., 1975; Ohsawa and Akiba, 2014; Futai, 2008; Park et al., 2013; 

김종원, 2006)

지형경사 연속형

사면방향 범주형

인간

활동

도로 근접도 연속형 인간 활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한 변수(Mota 

et al., 2009; Shin, 2008; Robinet et al., 2009)목조건물 근접도 연속형

임상

수종 범주형

소나무재선충병이 발병하는 수종(소나무와 잣나무)와 기주식물의 상태를 고

려하기 위한 변수(Futai, 2008; Park et al., 2013)
임령 연속형

경급 범주형

기후

5월 평균기온 연속형 매개충 및 기주식물의 생태 관련 변수(Rutherford and Webster, 1987; Mamiya, 

1988; Kwon et al., 2006)연평균 기온 연속형

가뭄지수 1개월 연속형

소나무의 저항성을 고려하기 위한 변수(Futai, 2008; Park et al., 2013; Mamiya, 

1983; Ikeda, 1996; Miki et al., 2001; Akema and Futai, 2005)
가뭄지수 3개월 연속형

가뭄지수 6개월 연속형

과거 현황 감염목 근접도 연속형 감염목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하기 위한 변수(이대성 등,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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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고도 지형경사 사면방향

도로 근접도 목조건물 근접도 경급

수종 임령 감염목 근접도(2018년 예)

5월 평균기온(3년 평균) 연평균 기온(3년 평균) 가뭄지수 (2018년 SPI 3개월)

그림 2. 연구에 활용된 주요 환경 변수의 분포도



이성우⋅정경우⋅박영준⋅박종철

- 48 -

후 자료는 100m 공간해상도로 구성하였다. 관측 자료의 

분포 간격과 내삽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관

측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인 내삽 방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기후 자료의 적정 공간해상도는 1km로 알려져 있다

(박종철 등,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1차적으로 관측 자료

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1km 기후 자료를 구축하였

다. 그 후 다른 독립 변수들과의 공간해상도를 일치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1km 기후 자료를 100m로 선형내삽하여 사

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염목의 근접도를 고려하였다. 산림청

(2015)는 소나무재선충병 발병지역으로부터 2km를 확산

우려지역, 즉 선단지로 지정한다. 따라서 그 이전 기간의 

감염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

기 위하여 감염목으로부터 2km까지의 거리를 감염목의 

근접도로 설정하였다.

감염목의 위치 정보는 지자체,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

원,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등에서 의심목에 대한 샘플 수집 

시 취득되었으며, 연구에는 검경을 통해 최종 감염 여부가 

확정된 감염목의 정보를 사용하였다. 임상도, 등고선, 실

폭도로, 용도별 건물공간정보 등은 국가공간정보포털

(www.nsdi.go.kr)에서 자료를 취득하였다(표 2).

3. 추정 모델과 평가 방안

위험지역 분포 추정 방법으로는 최대 엔트로피 모델을 

이용하였다. 최대 엔트로피 모델은 비출현 자료의 추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모의효율을 기대할 수 있어 

생태학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었기 때문에(예를 들어, 

Carvalho et al., 2015; Hashim et al., 2017, Park et al., 2018)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최대 엔트로피 모델링을 위한 

도구는 Maxent v.3.4.4(Elith et al., 2011)를 이용하였다.

Maxent는 maximum entropy modeling이라고 불리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종의 공간적 분포를 추정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이다(Phillips, 2009). Phillips et al.(2004)

는 자연어 처리 기법으로 활용되던 최대 엔트로피 모델링 

기법을 종 분포 모델링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종 출현 위치가 샘플이 되고, 지리적 환경 데이터들이 독

립변수가 되면 최대 엔트로피 모델링의 조건부 확률 분포

로 출현 확률을 분석할 수 있으며, 변수들의 결합확률분포

를 생성하는 과정은 기브스 표집(Gibbs sampling)과 동일

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최대 엔트로피 분포를 찾기 위

한 방법으로 sequential-update algorithm를 사용하였고

(Collins et al., 2002), 2017년부터는 Maxent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Steven et al., 

2017). Maxent의 자세한 방법론은 Elith et al.(2011)과 

Phillips et al.(20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험지역 분포 추정은 연도별로 분석하였으며, 분포 추

정에 사용된 각 변수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잭나이프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변수를 사용하였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모의효율을 비교함으로써 각 변수

가 모의효율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머신러

닝은 특성변수와 반응변수의 관계를 사전에 정의하지 않

고, 반응변수의 예측정확도를 높이는데 활용되기 때문에 

사용된 변수들은 다중공선성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고 변수의 기여도를 파

악하기 위해 Maxent v.3.4.4(Elith et al., 2011)에서 제공하

는 잭나이프 방식의 민감도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감염목 분포 추정에 이전 기간의 감염목 분포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에는 감염목 근접도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고, 2019년과 2020년에는 이전 기간에 발생

한 감염목의 근접도를 변수로 고려하였다. 아울러 감염목

의 연도별 커널 밀도 추정(KDE, kernel density estimation)

을 통해 감염목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다. 커널 

밀도 추정에는 ks, R package를 활용하였고(Duong, 2007), 

표 2. 연구 분석 데이터 및 출처

데이터명 생성기관 형태 획득 경로

감염목 정보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CSV 정보 공유

등고선 국토지리정보원 Vector

국가공간정보포털
임상도 산림청 Vector

실폭도로 행정안전부 Vector

용도별 건물 공간정보 국토교통부 Vector

기상(ASOS, AWS) 기상청 CSV 기상자료개발포털



최대 엔트로피 모델을 활용한 경주시의 소나무재선충병 위험지역 분포 예측

- 49 -

KDE의 대역폭은 plug-in 선택 방법(Duong and Hazelton, 

2003)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표 3).

모의 결과의 평가에는 5-Fold 방식의 교차검증을 수행

하였다. 5-Fold는 전체 자료의 80%를 훈련 자료로 사용하

고 20%를 실험 자료로 사용하여 총 5회의 검증을 수행하

는 방식이다. 모델의 정확도는 AUC(Area under the curve)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AUC는 진단 검사(diagnostic test)

의 일종인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를 

토대로 작성되며 모델의 모의성능을 추정하는데 사용되

는 목적함수 중 하나이다(Hanley and McNeil, 1982). 일반

적으로 AUC 0.7 이상일 때 모의 정확도가 양호하다고 판

단한다(Swets, 1988).

III. 연구 결과

1. 감염목의 공간적 분포 특성

연구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의 공간

적 분포는 점진적으로 확산 과정에 있다. 감염목 수는 

2018년에 397본에서 2019년에 765본으로 급격하게 증가

한 후, 2020년에 654본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하지만 감염

목의 KDE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감염목의 핵심 분포 지역

인 KDE 50%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있었다(그림 3). 

KDE 50% 지역의 면적은 2018년의 28.6km2에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73.8km2, 133km2로 증가하여 2018년 대비 

각각 2.5배와 4.7배 확대되었다. 감염목의 핵심 지역이 확

대되었다는 것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연구지역에서 공간

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각 연도의 위험지역 분포 추정에 활용된 변수 및 KDE의 대역폭

연도 연도별 변화 변수 연도별 고정 변수 대역폭 행렬

2018년

∙ 2018년 5월 평균기온

∙ 2018년 연평균 기온

∙ 2018년 SPI 1, 3, 6개월의 최젓값
∙ 지형고도

∙ 지형경사

∙ 사면방향

∙ 도로 근접도

∙ 목조건물 근접도

∙ 수종

∙ 임령

∙ 경급



  
 





2019년

∙ 2019년 5월 평균기온

∙ 2019년 연평균 기온

∙ 2019년 SPI 1, 3, 6개월의 최젓값

∙ 2018년의 감염목 근접도



  
 





2020년

∙ 2019년 5월 평균기온

∙ 2019년 연평균 기온

∙ 2019년 SPI 1, 3, 6개월의 최젓값

∙ 2018년과 2019년의 감염목 근접도



  
 





2018년(397본) 2019년(765본) 2020년(654본)

그림 3. 감염목의 커널 밀도 추정 결과(kernel density estimation, KDE)에서 50%(핵심 지역)과 95%(주변 지역)의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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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의결과 효율 및 주요 변수

연도별 Maxent 모의 결과의 모의효율은 2018년에 AUC 

0.863, 2019년에 AUC 0.858, 2020년에 AUC 0.865로 매우 

양호하였다(그림 4). 일반적으로 AUC 0.8∼0.9 사이의 값

은 모의효율이 매우 좋은(very good) 수준을 의미한다.

위험지역 분포 예측에 기여가 높은 변수는 감염목 근접

도, 지형고도, 도로 및 목조건물 근접도, 5월 평균 기온 등

이었다. 그림 5는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

해 Jackknife 방식으로 변수를 하나씩 제거하며 나머지 변

연도 AUC

2018 0.863

2019 0.858

2020 0.865

그림 4. Maxent 모의 결과의 ROC 커브(좌)와 연도별 AUC(우)

그림 5. 변수별 Jackknife 민감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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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을 가지고 모의했을 때와 그 변수를 포함하고 모의했

을 때의 차이를 토대로 중요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그 결

과 2018의 AUC에서 지형고도, 목조건물 근접도, 5월 평균

기온은 단일 변수를 사용하여도 상대적으로 높은 AUC를 

나타냈다. 아울러 목조건물 근접도와 지형경사를 제외했

을 때의 AUC는 다른 변수를 제외했을 때에 비해 많이 감소

하였다. 2019년에는 2018년의 감염목 근접도가 단일 변수

로는 가장 높은 AUC를 나타냈다. 감염목 근접도의 높은 

AUC는 2020년에도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는 2018년의 

감염목 근접도 보다 2019년의 감염목 근접도의 AUC가 높

게 나타나, 직전 연도의 감염목 분포가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지형고도, 도로 근접도

는 단일 변수로 높은 AUC를 갖고 있었다.

수종과 임령, 경급은 임상도의 특성으로 인해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임상도에서 수종은 대

표 수종의 비율로 구분된다. 이는 소나무 수종으로 구분되

지 않은 지역에도 소나무 수종이 분포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낮은 기여도를 발생시킨 것

으로 판단된다.

가뭄지수는 SPI 1개월과 3개월의 경우에는 임상과 비슷

한 수준의 낮은 AUC를 보이고, SPI 12개월은 2018년과 

2020년에 단일 변수의 AUC가 0.6를 넘는 사례가 있었다. 

부록 1에서 SPI 1개월과 3개월에서 가뭄이 나타나는 시기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PI 6개월의 영향이 일부 모의 결과

에 나타났다는 점은 단기 또는 중기 가뭄 보다는 장기 가뭄

이 소나무재선충병의 공간적 분포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

능성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변수를 제외한 AUC가 모든 변수를 사용했을 때의 AUC

에 비해 높을 때는 해당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 모의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의 결과에서 변수를 제외했을 때의 AUC가 모든 변수를 사

용했을 때에 비해 다소 높은 현상이 관찰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변수의 최적화 과정을 통해 모의효율 향상을 기

대할 수 있겠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변

수 제거를 통해 모의효율이 향상된다면 가장 실익이 기대

되는 변수는 가뭄지수이다. 입력자료 준비에 가장 많은 시

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가뭄지수를 제거하여 AUC가 

개선 여부를 평가한 결과 AUC는 0.857로 당초의 0.865에 

비해 오히려 저하되었다. 가뭄지수를 제거했을 때의 ROC 

커브와 모의효율은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뭄지수 1, 

3, 6개월 중 하나를 제거하여 모의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가뭄지수 변수를 제거하는 것은 모의효율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변수들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감염목의 근접도는 연도별 환경 변화를 고려하는 

변수들 중(표 2 참고)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2019년과 

2020년의 분석 결과에서 감염목의 근접도를 포함한 사례

와 포함하지 않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9년의 사례에서

는 AUC가 0.017, 2020년의 사례에서는 AUC가 0.038 차이

를 보였다(표 4). 연구대상 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단일 시

군인 경우에는 기온과 가뭄지수의 공간적 차이가 제한적

이기 때문에 감염목의 근접도가 모의효율, 즉 감염목의 공

간적 분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위험지역 분포 예측

소나무재선충병 발견지점의 Maxent 모의 결과의 위험

지수를 추출한 후 누적분포함수를 그리면 발견지점의 

90%는 위험지수 0.3 이상에 분포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

병 발견지점의 60%는 위험지수 0.7 이상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 경향은 2018∼2019년에 공통적으로 나타났

다(그림 6).

그림 6. 소나무재선충병 발견지점의 위험지수 누적분포함수

표 4. 전년도 감염목 밀접도 포함 여부에 따른 모델의 AUC 비교

포함 여부 2019 2020

미포함 0.841 0.827

포함 0.858 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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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험지수 0.3과 0.7을 기준으

로 소나무감염충병 위험지역을 3단계로 구분하여 위험지

역 분포 예측 결과를 지도화하였다(그림 7). 경주시 확산 

위험지역 분포 예측 양상을 살펴보면 경주시의 주요 진출

입지역인 외동읍 동해고속도로 및 7번 국도변의 묵장산

(781.2m), 봉서산(360.8m), 내남면 경부고속도로와 35번 

국도변에 위치한 남산(468m), 화산(238.1m), 성부산(321.6m)

과 경주 시내를 둘러싸고 있는 선도산(380.6m), 송화산

(275.6.m), 소금강산(286m), 28번 및 20번 도로와 인접한 

구미산(594m), 금곡산(521m) 등이 주요 위험지역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위험지역은 도심 

및 도로 근거리의 산지 주변에서 확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감염목의 인접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매개충의 활동으로 인한 확산이 크게 나타났지만 목조건

물 건축에 따른 자재 건조 및 이동을 통해 도심권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주 남산지역에서 

2018년 남산 저지대에 신축된 목조건물 주변으로 감염목

이 발생되면서 2020년에는 남산 고지대로 확산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다만 2018년, 2019년의 자료와 2020년의 예측결과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문무대왕면 대본리, 구길리 일원은 

2004년 최초발생지인 수렴리 인근의 기존 대발생 지역으

로서 다년간 대규모 방제사업을 통해 수만본의 감염목을 

제거하였고, 대상지 남서쪽 석읍리 산지와 북서쪽 토함산

은 활엽수가 우점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은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IV. 결론

연구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밀집지역(KDE 50% 지역)

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2.5배, 2020년에 4.7배 확산되었

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본수의 증가와 더불어 공간적 

확산도 확인되었다. 이는 감염목 수의 증가 뿐 아니라 공

간적인 측면에서 감염목의 핵심 지역과 주변 지역의 확대

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형, 인간의 활동, 임상, 기후, 감염목의 과거 

발생 지점들을 환경 변수로 활용하여 최대 엔트로피 모델

을 활용하여 연구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위험지역 분포

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모델은 0.8 이상의 매우 좋은 모의

효율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을 활용하

여 연구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위험지역 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7. 경주 지역의 소나무감염충병 위험지역 분포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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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의 위험지역 분포 추정에서 중요한 변

수는 지형과 인간의 활동을 대변하는 변수이고, 가장 중요

한 변수는 이전 기간에 발생한 감염목과의 근접성이다. 특

히 직전 연도의 감염목 근접도를 이용하는 것이 위험지역 

분포 추정의 정확도를 향상하는데 중요한 정보이었다. 따

라서 감염목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공간정보로 구

축하고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공유하는 것이 소나

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아울러 연구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소나무재선충병의 공간적 분포와 확산 방지를 위한 

연구를 위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림청과 지자체, 국립공원공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 나무주사사업 범위 산정에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예찰 지역을 선정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함으

로 1인당 예찰 면적을 줄여 예찰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

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산 중 예방 나무주사

사업의 비중은 10% 내외이다. 이는 아직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사후 벌목 중심의 방제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위험지역 분포

를 추정하는 것은 우선관리지역과 집중관리지역을 결정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 

위주의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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