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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航空機 LiDAR による森林計測では，計測装置の飛躍的な性能の向上により地上からで

は計測が困難な森林の３次元構造の復元が可能となっている。このためデータの利用は森

林資源モニタリングからその応用分野が拡がっている。航空機 LiDAR を用いたレーザー

計測技術による森林計測は、航空機あるいはヘリコプターといったプラットフォームに搭

載された計測装置から照射されたレーザー光が地上に近づくにつれて広がり、光の一部が

森林の林冠表面で反射し、その残りが葉群の間隙から更に進み、途中、幹や枝、下層植生、

最後は地表面において反射して計測装置に戻ってくる特性を利用した計測である。 

 航空機 LiDARデータを用いて樹高を知るためには、通常、林冠高モデルが用いられる。

これは、レーザー光のファーストリターンを用いて作成された林冠表面の標高から、ラス

トリターンを用いて作成された地表面の標高を引き算することによって算出される。ここ

から、周囲よりも高い点を抜き出すことにより立木の先端の位置を知ることが出来る。こ

の抜き出された点の数が立木本数を、またその点の値が樹高を表すことになる。これに対

して、立木の胸高直径や材積は樹冠面積や樹高との相対成長関係を用いて推定されること

になる。樹冠面積は、林冠高モデルに対して領域分割の画像処理を行うことにより算出可

能である。 

 山岳地域において航空機 LiDAR を適用するには、平坦な地形における計測と違い、斜

面傾斜の影響を考慮する必要がある。我が国において、航空機 LiDAR による森林の 3 次

元計測を行う場合、計測精度は林冠の下にある地表面を如何に正確に復元できるかにかか

っている。航空機から照射されたレーザー光は葉群の状態によっては十分に透過せず、地

表面に到達する前に全て反射してしまう場合がある。レーザー光の照射頻度が少ない場合

には、得られたラストリターンが、地面からの反射か、それとも枝幹や下層植生、あるい

は構造物などからの反射なのかを判断することが困難になる。その結果、作成される地表

面の標高モデルの精度が低くなり、結果としてそこから導き出される樹高の精度も低下す

る。レーザー光の地表面までの透過率は、樹種や林齢、間伐の程度によって大きく異なる。

また当然のことながら落葉樹林においては、季節の違いによってもその透過の仕方が異な

る。さらに斜面の傾斜角や地形の複雑さによっても計測精度は大きく違ってくる。 

 今後、他のリモートセンシングデータとの併用により、より高度な情報の取得が可能と

なる。これらの技術の実用化に向けては、そこから得られる森林資源情報の精細性と広域

性に加えて、費用対効果を如何に上げられるかが重要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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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LiDAR 에 의한 산림 계측은 계측장비의 비약적인 성능향상에 의해 

지상에서는 계측이 곤란한 산림의 3 차원 구조의 복원이 가능해 졌다. 이에따라 산림 

자원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시장된 데이터 이용은 그 응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항공기 LiDAR 를 이용한 레이저 계측 기술에 의한 산림 계측은 항공기 또는 

헬리콥터와 같은 플랫폼에 탑재한 계측장비로부터 조사된 레이저광이 지상에 

가까워짐에 따라 확산되어 광선의 일부가 산림의 임관표면에서 반사되고 그 나머지가 

엽군(葉群)사이로 통과하여, 도중에 가지와 줄기, 하층부의 식생, 마지막으로 지표면에 

반사되어 계측장비에 되돌아오는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 

항공기 LiDAR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고(樹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상 

임관고(林冠高) 모델을 사용한다. 이는 레이저광의 퍼스트 펄스를 이용하여 작성된 

임관 표면의 표고와 라스트 펄스를 이용하여 작성된 지표면의 표고와의 차분에 의해 

산출된다. 이로부터 주위보다 높은점을 추출함으로 입목의 선단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추출점의 수가 입목수를, 그 점의 값이 표고를 나타내게 된다. 반면에, 입목의 

흉고직경이나 재적은 수관면적이나 수고와의 상대 성장 관계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수관면적은 임관고 모델에 대해서 영역분할 영상처리를 함으로써 산출이 

가능하다. 

산악지역에 있어서 항공기 LiDAR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탄한 지형에 있어서의 

계측과는 달리, 사면경사의 영향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항공기 LiDAR에 

의한 산림의 3 차원 계측을 하는 경우, 계측정밀도는 임관의 아래에 있는 지표면을 

얼마나 정확하게 복원하는가에 달려있다. 항공기로부터 조사된 레이저광은 엽군의 

상태에 따라서는 충분히 통과하지 못하고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모두 반사되는 

경우가 있다. 레이저광의 조사빈도가 적을 경우에는 얻어진 마지막 리턴이 지면에서의 

반사인지, 아니면 가지나 하층식생, 또는 구조물등으로부터의 반사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게된다. 그 결과, 작성된 지표면의 표고모델의 정밀도가 낮게되어 결과적으로 

그로부터 도출한 수고의 정밀도 또한 저하된다. 레이저광의 지표면까지의 투과율은, 

수종이나 임령, 간벌의정도에 의해 크게 달라지게된다. 또한 당연한 결과이지만 

낙엽수림에 있어서는 계절에 따라 투과특성도 달라지게 된다. 더욱이 사면의 

경사각이나 지형의 복잡한 형태에 따라서도 계측정도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앞으로 원격탐사 데이터와 병행함으로, 보다 고도의 정보취득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얻어진 심림자원 정보의 상세성과 광역성에 더하여 

비용대 효과를 어떻게 높일수 있을까 하는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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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orest measurement by airborne LiDAR, three dimension structure of 

the forest which it is difficult to measure from the ground can be restored by advancing 

a performance of the measurement instrument rapidly. Therefore, the applied field of 

the LiDAR data has extended from the forest resource monitoring. The forest 

measurement by airborne LiDAR uses the property that a part of laser light irradiated 

from the measurement instrument in the platform of aircraft or helicopter reflects on 

the surface of the canopy of the forest, as well as trunks, branches and understory 

vegetation, and the rest reflects on the ground. 

A canopy high model derived from airborne LiDAR data is usually used to 

know the tree height. This i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altitude of the ground level 

made by using the last return from the altitude of the surface of the canopy made by 

using the first return of the laser light. It can know the position of the point of the tree 

here by pulling out a point that is higher than surroundings. The number of these 

points pulled out shows the number of the tree and the value of the respect will show 

the tree height. On the other hand, the diameter of breast height and the volume of the 

tree will be presumed by using the allometric relationship of the area of the tree crown 

or the tree height. The area of the tree crown can be extracted by processing the image 

of the domain decomposition for the canopy model.  

In airborne LiDAR application in the mountains reg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fluence of a slope inclination unlike the measurement in smooth 

geographical features. When three dimensional structure of the forest is measured by 

airborne LiDAR in our country, the measurement accuracy depends on the restoration 

of the ground level under the canopy. All the laser light irradiated by the aircraft might 

reflect before it doesn't penetrate enough by the state of foliage, and it reaches the 

ground level. When the irradiation frequency of the laser light is a little, judging 

whether the obtained last return of laser pulse is a reflection from ground or it is a 

reflection from branches, undergrowth or the structures becomes difficult. As a result, 

the accuracy of the altitude model of the ground level lowers, and the accuracy of the 

tree height derived there as a result decreases, too. The permeability to the ground 

level of the laser light is greatly different in the tree species and the forest age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thinning. Moreover, the penetration is naturally different 

in the deciduous forest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the season. In addition, the 

measurement accuracy is greatly different because of the complexity in a slope tilt 

angle and geographical features.  

In future, the acquisition of more advanced information becomes possible by 

using together with other remote sensing data. It is important how the 

cost-effectiveness of forest resource information obtained there in addition to 

minuteness and the large area be raised for the practical use of these technolog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