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9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
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20 Korean Journal of 
Agrcultural Science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7(4) December 2020

pISSN :  2466-2402
eISSN :  2466-2410

FOOD&CHEMISTRY

Digital mapping of soil carbon stock in Jeolla 
province using cubist model
Seong-Jin Park1,2, Chul-Woo Lee1, Seong-Heon Kim1, Taek-Keun Oh2,*

1Division of soil and fertiliz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RDA, Wanju 55365, Korea
2Department of Bio-Environmental Chemistry,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Corresponding author: ok5382@cnu.ac.kr

Abstract
Assessment of soil carbon stock is essential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soil fertility. 
The digital soil mapping (DSM) is well known as a general technique to estimate the soil 
carbon stocks and upgrade previous soil map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alculate the soil 
carbon stock in the top soil layer (0 to 30 cm) in Jeolla Province of South Korea using the DSM 
technique. To predict spatial carbon stock, we used Cubist, which a data-mining algorithm 
model base on tree regression. Soil samples (130 in total) were collected from three depths (0 
to 10 cm, 10 to 20 cm, 20 to 30 cm) considering spatial distribution in Jeolla Province. These 
data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sets for model calibration (70%) and validation (30%).
The results showed that clay content, topographic wetness index (TWI), and digital elevation 
model (DEM) were the most important environmental covariate predictors of soil carbon 
stock. The predicted average soil carbon density was 3.88 kg·m-2. The R2 value representing 
the model's performance was 0.6, which wa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a previous study. 
The total soil carbon stocks at a depth of 0 to 30 cm in Jeolla Province were estimated to be 
about 81 mega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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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토양 탄소(soil carbon)는 유기물을 구성하는 주성분으로 토양의 물리, 화학적 특징을 표현
하는 지표가 된다. 토양에 있는 유기탄소는 대기중의 약 2배 이상(Batjes, 1996)으로 가장 큰 
탄소 저장고이며 기후변화의 감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Brady and Weil, 2008). 이에, 각국
의 유기탄소의 저장량을 국가온실 가스 인벤토리와 유엔 사막화방지협약에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 전 지구적 탄소 저장량을 산정함에 있어 통일된 산정방법은 국가간 비교와 저
장 용량을 평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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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토양정보를 맵핑하는 기술은 샘플링 지점만의 정보를 표현하거나, 지점을 필지단위로 표현하여 보여주
는 방식이다. 즉, 필지와 필지사이의 샘플링되지 않은 지점에 대한 정보를 예측할 수가 없다. 지리통계에서 보편
적으로 공간 보간법을 통해 미측정지점을 맵핑하기도 하지만 더 과학적인 방법이 요구되어 왔다. 디지털 토양 맵
핑 기술(digital soil mapping technology, DSM)은 토양 속성 정보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정보와의 관계를 바탕으
로 통계적으로 예측해 내고 맵핑하는 기술이다(Lagacherie and McBratney, 2006; Hempel et al., 2008; Minasny et al., 
2013). 환경정보는 토양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써, 탄소 값을 예측하는 환경변량(environmental covariate)로 
쓰인다. McBratney et al. (2003)은 환경변량과 토양특성과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립하였다.

S = ƒ(s, c, o, r, p, a, n) + E               (1)

s는 조사지점에서의 토양특성, c는 기후관련인자, o는 식생인자, r은 지형특성인자, p는 모재관련 인자, a는 시간
인자, n은 공간정보를 의미한다. 초장기의 DSM 기술은 환경변량과 토양특성의 상관을 이용해 직선회귀식으로 미 
측정 지점의 탄소 함량을 예측해 내었다면 최근에는 Cubist나 Random forest와 같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예측력
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Lamichhane et al., 2019). 국내 토양의 탄소 저장량 산정 관련 연구로 Hong et 
al. (2010)은 70 - 80년대 조사된 토양자료를 활용하여 농경지의 1 m 깊이의 평균 탄소함량을 6.77 kg·m-2 이라 하였고, 
Park et al. (2018)은 조사된 농경지의 탄소 평균값을 면적에 곱해서 전국 토양의 탄소 저장량이 386 megaton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오래된 과거의 토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현재의 저장량을 반영할 수 없고 환경 변량을 이
용하지 않아 미예측 지점의 탄소 함량 예측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탄소 저장량을 산정하려면 깊이별 토양의 탄
소 분석결과, 용적밀도, 모래, 미사, 점토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지만 깊이별 데이터를 전국적으로 구축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SM 테크닉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라도 지역의 탄소 분포지도를 작성하고 30 cm 깊이
까지의 토양탄소 저장량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Soil sampling and analysis

전라도는 대한민국 서남부에 위치하고 면적은 20,915 km2이며 서쪽으로는 해안과 평야지대인 반면 동쪽은 산
악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탄소 저장량 산정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여 총 130 지
점에서 10 cm 간격으로 3개 층위(0 - 10, 10 - 20, 20 - 30 cm)의 시료를 special gauge augur를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Fig. 1). 토양 시료는 풍건하여 2 mm 체를 이용해 자갈(> 2 mm)을 분리한후 총 탄소는 C/N analyzer (Vario Max CNS, 
Elementar, Langenselbold, Germany)로, 용적밀도와 토성은 농촌진흥청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NIAST, 2000)에 준하
여 각각 코어법과 비중계법(Gee and Bauder, 198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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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mpling site (n = 130) on Jeolla Province.

Environmental covariate

탄소저장량 예측을 위한 회귀모델의 공변량(covariate)으로 쓰이는 환경변량은 scorpan model (McBratney et al., 
2003) 모델을 기초로 수집하였다. 기상청(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에서 최근 10년간의 평균 기온
(average temperature, AvTemp)과 평균 강수량(precipitation) 및 연평균기온차(temperature range, TempRange)를 기후 
변량(C factor)으로 사용하였다. 지형 변량은 수치표고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다운로드(NGII, 2020)하
고 SAGA GIS software (https://sourceforge.net/projects/saga-gis/)를 이용하여 고도(elevation), 지형습윤지수(topographic 
wetness index, TWI), 지형험상지수(terrain ruggedness index, TRI), 총 일사량(total insolation, TI), 경사(slope) 변량으
로 추출하였다. 식생변량(O factor)은 구글 어스를 이용해 modis 위성 영상의 정규식생지수(normalis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를 연단위로 다운받아 중첩하여 사용하였고 모재특성 변량(P factor)은 토성분석을 통해 얻
은 모래(sand), 미사(silt), 점토(clay)의 분석결과를 ordinary kriging 하여 이용하였다. 위의 변량들은 QGIS software 
(https://www.qgis.org/ko/site/)를 사용하여 좌표계(coordination system)을 일치시켜 Fig. 2에 나타내었다.



Digital mapping of soil carbon stock in Jeolla province using cubist model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7(4) December 2020 1100

Calculation soil carbon density and total carbon stock

Carbon density는 단위면적당 탄소 함량으로 표시되는데 용적밀도와 자갈함량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Carbon density (kg 〮 C 〮 m- 2) = (1-Gi)           (2)

식에서 Bi 는 용적밀도(g·cm-3), Ci 는 탄소농도(%), Di 는 토양두께(cm), Gi 는 자갈함량(%)을 의미한다. 총 탄소 
저장량(total carbon stock)은 carbon density에 흙토람(RDA, 2020)의 토양목별 면적을 추출하여 계산하였다.

Fig. 2. Environmental covariate maps for prediction of soil carbon stock. DEM, digital elevation model (m); 
TWI, topographic wetness index; TRI, terrain ruggedness index; TI, total insolation; TempRange, temperature 
range (℃); NDVI, normalis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AvTemp, average temper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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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modeling and validation

탄소의 공간분포 예측을 위해 cubist 모델을 사용하였다. Cubist 모델은 regression tree 모델 기반 data-mining 알
고리즘을 이용하는 예측모델로 환경변량과 탄소 저장량과의 공간적 상관성을 이용하여 예측한다(Adhikari et al., 
2014; Minasny and McBratney, 2016). 전체 데이터를 70% 와 30%로 나누어 calibration과 validation을 수행하였으며 
통계적 파라메터인 R2, MAE, RMSE를 이용하여 예측 모델을 검증하였다. R2은 예측값과 관측값 사이의 회귀에 결
정 계수이며, MAE는 the mean error the absolute prediction error이고 RMSE는 root mean square error이다.

R2 =               (3)

MAE =              (4)

RMSE =              (5)

여기서 predi와 obsi는 측정지점에서의 탄소 저장량의 예측된 값과 실측값이고 n은 샘플의 개수를 의미한다.

Results and Discussion

Bulk density, carbon content, gravel and soil texture

전라도 농경지 토양의 깊이별 평균 용적밀도는 0 - 10 cm 깊이에서 1.27 g·cm-3으로 가장 낮았고 20 - 30 cm에서 
1.38 g·cm-3 로 가장 높아 층위가 깊어질수록 용적밀도가 증가하였다(Fig. 3). 반면 탄소 함량은 0 - 10, 10 - 20, 20 - 30 
cm 깊이에서 각각 15.7, 10.9, 7.6 g·kg-1 이었으며 아래층위로 갈수록 값이 줄어 드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토양 시료 
중 자갈의 부피비율은 13.3% (0 - 10 cm), 19.2% (10 - 20 cm), 27.9% (20 - 30 cm)로 토양 깊이가 깊어질수록 증가하였
다. 토성분석 USDA 기준의 삼각도표를 이용하였을 때 점토 함량이 40% 미만, 미사 함량은 60% 초과하는 토양만 
존재하는 반면 모래함량은 3 - 92%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다. 미사질 양토(n = 47)가 가장 많았고 사양토(n = 36), 양
토(n = 25), 양질사토(n = 6) 등의 순으로 분포하였다(Fig. 4).

Spatial model performance

Table 1은 Cubist 모델의 탄소함량에 대한 공간예측 능력을 검증(validation) 하기 위하여 10회 반복수행한 결과
이다. 70% 데이터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모델을 calibration을 실시한 최종모델의 결정계수(R2)값은 0.54, MSE 3.56, 
RMSE 1.88이었다. 나머지 30% 데이터로 실시한 모델 검증(validation) 결과는 R2, MSE, RMSE가 각각 0.6, 2.72, 1.6
으로 나타났다. Cubist 모델을 이용한 국외 사례에서 살펴 보면 모델 검증을 통해 얻은 결정계수(R2) 값이 Florinsky 
et al. (2002)은 0.37, Bui et al. (2009)은 0.41, Malone et al. (2014)은 0.44, 그리고 Kumar et al. (2012)는 0.36으로 보고하
였는데 이에 비해 본 연구의 결과가 더 높은 결정계수 값을 보였다. 환경변량들이 탄소 예측에 관여하는 정도는 상
대적 사용률(%)로 표시하는데, 종속변수인 탄소 저장량을 예측할 때 회귀식에 사용되는 변량의 빈도를 나타낸다. 
모델 식 조건으로 사용된 환경변량은 점토함량(clay), 수치표고모형(DEM), 평균강수량(precipitation)과 평균기온범
위(TempRange) 였고 모델에 사용된 사용률을 살펴보면 점토함량(clay)과 지형습윤지수(TWI)가 가장 높았고, 평균
강수량(precipitation), 식생지수(NDVI)와 수치표고모형(DEM)이 60% 이상, 미사함량(silt)와 모래함량(sand)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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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oxplot of bulk density, carbon contents, and gravel at different soil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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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lassification of soil texture in Jeolla province by USDA’s soil texture triangle. Cl, clay; SaCl, sandy 
clay; ClLo, clay loam; SiCl, silty clay; SaClLo, sandy clay loam; SiClLo, silty clay loam; Sa, sand; LoSa, loamy 
sand; SaLo, sandy loam; Lo, loam; SiLo, silt loam; Si, silt. 

Table 1. Cubist model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predicting carbon stocks (0 - 30 cm) 

Process
Model performance

Repeat R2 MSE RMSE
Calibration 1 0.58 3.45 1.86

2 0.57 3.46 1.86
3 0.59 3.31 1.82
4 0.50 3.64 1.91
5 0.55 3.45 1.86
6 0.50 3.73 1.93
7 0.48 3.72 1.93
8 0.43 4.10 2.02
9 0.58 3.38 1.84
10 0.58 3.37 1.83

mean 0.54 3.56 1.88
Validation 1 0.55 3.01 1.74

2 0.40 4.32 2.08
3 0.63 2.42 1.55
4 0.66 2.29 1.51
5 0.66 2.26 1.50
6 0.58 2.81 1.68
7 0.63 2.43 1.56
8 0.61 2.77 1.66
9 0.63 2.49 1.58
10 0.65 2.37 1.54

mean 0.60 2.72 1.64
MSE, mean square error; RMSE, root mean squar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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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soil carbon stock

Cubist 모델이 예측한 토양(0 - 30 cm)의 탄소 저장량은 평균 3.88 kg·m-2였으며 최솟값은 1.92 kg·m-2, 최댓값은 
8.01 kg·m-2이었다(Table 3). 예측의 불확도는 90% 유의수준에서 하한값(lower limit)과 상한값(upper limit)으로 나타
내는데 그 평균은 각각 3.02 kg·m-2과 4.74 kg·m-2였으며 그 평균차는 1.72 kg·m-2로 계산되었다. 탄소 저장량의 공간
적 분포는 전반적으로 전라도의 동남쪽 지역에 탄소 저장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면에 서쪽 해안가 지
역이 상대적으로 탄소 저장량이 낮았다(Fig. 5). Table 4는 흙토람의 토양도를 이용한 토양목(soil order)별 분포면적
과 탄소 저장량을 보여준다. 전라도에는 inceptisols, ultisols, alfisols, entisols, mollisols의 토양목이 분포하였으며 개
간 사업 등으로 아직 분류되지 않은 토양(others)이 존재했다. 토양목별 carbon density는 3.66 - 3.99 kg·m-2까지 분포
하였으며 전라도 지역의 총 토양 탄소 저장량은 81.04 megaton (0 - 30 cm soil depth)으로 계산되어 Park et al. (2018)
이 계산한 전국 토양탄소 저장량 386 megaton 과 비교해 약 21%에 해당되는 양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Conclusion
본 연구는 전라도지역의 토양탄소 저장량을 산정하고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토양맵핑(DSM) 테
크닉을 이용하였다. Cubist 모델을 이용해 탄소 함량을 예측했을 때 회귀식에 주로 이용된 환경 변량은 점토함량
(clay), 지형습윤지수(TWI), 수치표고모형(DEM) 이었으며 평균 3.88 kg·m-2의 carbon density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모델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결정계수(R2)값은 0.6으로 외국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예측력을 보
였다. 공간적인 분포는 전라도의 동남쪽이 탄소 함량이 높은 반면 서쪽 해안가가 낮게 나타났으며 전라도 지역의 
0 - 30 cm 깊이에서 총 토양 탄소 저장량은 약 81 megaton으로 예측되었다.
디지털 맵핑 기술을 이용해 우리나라 전체의 탄소저장량을 산정하려고 한다면 우선 전국적인 토양 깊이별 물리 
화학성 데이터가 필요하다. 과거 토양 정밀 조사 사업(RDA, 2011)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토
양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도 지역에 한하였지만 공간분포를 고려하여 깊이별로 토양을 샘플
링하고 탄소 저장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전국단위 토양 자료를 구축할 초석이 될 것이
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 토양 맵핑 기술을 이용했을 때 토양생성에 관여하는 환경 인자들과 상관을 이용해 미 조사
지점의 탄소함량을 통계적으로 예측해 낼 수 있었다. 향후 토양 데이터가 축적되고 다양한 모델 알고리즘을 적용
하면 디지털 토양 맵핑 기술은 국가 단위의 토양탄소 저장량 산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토양 특성정보를 과학적으
로 예측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Usage (%) of covariates in the Cubist model for predicting soil carbon stock. 
Cubist model process Usage (%)
Conditions Clay (93.9) DEM (78.5) Precipitation (67.3) TempRange (29)
Environmental covariates 
used in Cubist model

Clay (98.9) TWI (85.7) Precipitation (75.7) NDVI (64.6)
DEM (61.8) Silt (47.9) Sand (47.9) -

DEM, digital elevation model; TempRange, temperature range; TWI, topographic wetness index; NDVI, normalis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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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Uncertainty (90%) and spatial distribution map of predicted soil carbon stocks (kg·m2) in Jeolla 
province. 

Table 3. Predicted mean carbon stock (kg〮m-2) and standard error (90%).

Uncertainty
C stock (kg〮m-2), 0 - 30 cm

Mean Min Max Range
Predicted C stock 3.88 1.92 8.01 4.13
Lower limit 3.02 0.80 6.39 3.37
Upper limit 4.74 2.44 10.10 5.36
Limit range 1.72 0.18 6.23 4.50

Table 4. Total soil carbon stock in Jeolla Province. 

Soil order Soil carbon density 
(kg〮m-2)

Area 
(km2)

Total carbon stock 
(Megaton, Mt)

Alfisols 3.66 2,028 7.42
Entisols 3.99 1,879 7.49
Inceptisols 3.94 10,814 42.63
Mollisols 3.75 229 0.86
Ultisols 3.80 5,219 19.85
Others 3.75 746 2.79
Total 20,915 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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