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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림토양탄소모델은 산림 내 복잡한 토양탄소 순환과정을 이해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토양탄소동태를 예측

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나, 국내에서는 모델의 개발 및 활용 연구가 미흡하다. 한편 IPCC 국가보고서와 같이 국제 사

회에서 탄소계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연구결과를 요구하는 반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기존 해외 모델의 국내 적용

은 여러 가지 제약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산림에서 적용이 가능한 7가지 해외 토양탄소모델(CBM-CFS3, CENTURY, Forest-

DNDC, ROMUL, RothC, Sim-CYCLE, YASSO)을 선정하여 이들의 구조, 분해기작, 초기화 과정, 입력 및 출력 자료

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고,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입력 자료 이용 가능성, 모델의 성능, 지역적 보정 가능성의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Forest soil carbon model is a useful tool for understanding complex soil carbon cycle in forests and

estimating dynamics of soil carbon to climate change. However, studies 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model are insufficient in Korea. The need for development of Korean model is now growing, because there are

notable problems and limitations for adapting overseas models in Korea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PCC, which demands highly reliable data for national reports. Therefore, we

have studied 7 overseas forest soil carbon models (CBM-CFS3, CENTURY, Forest-DNDC, ROMUL, RothC,

Sim-CYCLE, YASSO), analyzed and compared their structure, decomposition mechanism, initializing process

and, input and output data. Then we evaluated applicability of these models in Korea with three criteria;

availability of input data, performance of model, and possibility of regional modification. Finally, a systematic

process for applying a new model was suggested based on these analyses.

Key words : forest soil carbon model, climate change, soil carbon dynamics, model development in Korea

서 론

산림생태계 내 탄소 저장량의 50% 이상을 포함하는 토

양탄소는 전 지구 탄소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 내 탄소 저장량 변화는 전체 탄소 순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전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토양 내 탄소 저장량의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

며(Jenkinson et al., 1991; Shaver et al., 1992; Schimel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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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4; Kirschbaum, 1995), 특히 식생으로부터 유기

탄소 유입량이 증가하는 지역에서도 토양탄소 저장량

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Jones et al., 2003) 앞으로

토양탄소동태 연구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추

정된다.

산림토양탄소모델은 환경변화에 의한 토양탄소동태의

변화를 추정하거나 지역적, 국가적 규모의 탄소 순환에서

산림토양의 역할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토양탄소모델들은 주로 농경지나 초지를 대상으로 오랫

동안 개발 및 연구되어 온 반면(Plentinger and Penning,

1996; Falloon and Smith, 2009), 산림토양탄소모델은 산

림생태계모델의 하위모델에 포함되는 추세이다(Kellomäki

and Väisänen, 1997; Masera et al., 2003). 그런데 산림과

농경지는 서로 다른 관리 및 교란 체계를 가지며 식생과

생물상에도 차이가 있어 산림토양탄소모델은 기존 토양

탄소모델과는 다른 구조가 필요하다(Li et al., 2000;

Chertov et al., 2001).

국내에서 산림토양탄소모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외 모델인 YASSO의 국내 적용사례가

유일하다(이아름 등, 2009). 그런데 대부분의 해외 모델

들은 특정 지역 또는 국가 자료를 토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한국 산림토양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Palosuo et al., 2005; 김순아 등, 2009).

따라서 이러한 모델의 국내 적용에는 확인되지 않은 문

제가 발생되거나 이용 자체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Lee

et al., 2009). 또한, IPCC 국가보고서를 지금보다 더 높

은 수준(tier 2 또는 3)으로 작성하려면 토양탄소 저장

량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생산해야 하는데, 토양탄소모델과 같은 보

다 향상된 예측기법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Ogle

and Paustian, 2005; UNFCCC, 2009). 이러한 측면에

서 한국형 산림토양탄소모델의 개발이 요구되며,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외 산림토양탄소모델을 비

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림토양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고 한국형 산림토양탄소모델의 개발을 위한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대부분의 토양탄소모델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토양탄소

기작은 다음과 같다. 토양탄소 저장량은 육상 식생에 의

한 유기물 생산과 토양 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의 두 가

지 생물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유기물 생산량은 모델구

조에서 주요 입력 자료로 쓰이며 유기물 분해과정은 토양

탄소 저장량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모델기작으로서 작용

한다. 유기물 생산량은 주로 기후, 토양수, 양분 유효도,

식물 생장 및 식물체 내 양분 분배 경향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요인들은 관리기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유기물 분해속도는 유기물의 물리화학적 조성, 토양

온도와 습도, 토양의 화학성(광물학적 성질, pH, 유효태

양이온량) 및 물리성(구조 및 구성)에 의해 조절된다(Post

et al., 2001).

일반적으로 토양탄소모델은 모델 구조 내 서로 다른 토

양탄소 저장고의 수에 따라 Table 1과 같이 4가지 종류로

분류된다(Jenkinson et al., 1990). 산림토양을 연구하는데 토

양의 이질성에 따른 전환율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

며, 이를 반영하는 복수의 저장고들을 구조 내에 포함하는

다중토양저장고 형태가 여러 모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Schimel et al., 1994; McGuire et al., 1995; Trumbore,

2000; Telles et al., 2003). 다중토양저장고 모델에서 토양유

기물은 주로 물리화학적 성분 또는 분해속도에 따라 둘 이

상의 저장고로 나뉘며, 유기물 분해속도는 환경 요인과 같

은 속도 조절인자들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분해속도는 분해되기 쉬운 물질의 양에

달려있으며, 총 탄소 저장량은 분해되기 어려운 물질의 양

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chimel et al., 1994;

Trumbore, 2000). 또한 단위 시간당 토양탄소 저장량은 식

물체로부터 유입되는 유기물량과 토양 내에서의 분해, 이

동, 침식에 의한 유출량의 차이로써 계산된다.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산림에 적용 가능

Table 1. 4 types of a soil carbon model (Jenkinson et al., 1990).

Model Descriptions

Single homogeneous model The simplest turnover model postulates that all the organic carbon in soil occupies a single compartment. 

Two-compartment model The incoming plant carbon is split into two compartments, each decomposing by a first-order process,
but one much more quickly than the other. 

Non-compartmental decay model Decomposition is a continuum, organic matter moving down a ‘quality’ scale as it decays. The mathematics
of this approach is more complex than that of compartmental models and it has not been applied much. 

Multicompartment model The incoming plant carbon is split into several compartments and the material in a compartment is
assumed to decay by first-order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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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7가지 해외 토양탄소모델들을 선택하여 비교 분석한

후, 이들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대상 모델은

CBM-CFS3(Kull et al., 2006), CENTURY(Parton et al.,

1987), Forest-DNDC(Li et al., 2000), ROMUL(Chertov

et al., 2001), RothC(Coleman and Jenkinson, 2005), Sim-

CYCLE(Ito and Oikawa, 2002), YASSO(Liski et al.,

2005; 2009)이며, 구조, 분해기작, 초기화 과정, 모델별 입

력 자료, 출력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모델의 특징적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장고의 종

류, 저장고 간 탄소의 이동 및 속도, 모델의 구조적 복잡

성 등을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모델에 적용된 분해

기작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과 이들이 모델 내에서 어

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함으로써 분해기작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과정기반 모델의 파라미터 결정의 핵심단계인 모

델 초기화(Peltoniemi et al., 2007)를 위한 각 모델의 방식

을 분석하고, 모델의 국내 적용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모

델 실행을 위해 각 모델이 요구하는 입력 자료의 종류와

형식을 알아보고 속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입력 자료 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모델의 입력 자료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모델의 출력 자료들은 공통된 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출력 자료가 어떤 형태로 생산되어 결과

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모델 특성들을 파악

하고 비교하여 이들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국내에서 확보

된 입력 자료의 해외 모델 이용 가능성, 모델의 모의 능력,

모의 대상지에 따른 지역적 보정 가능성의 세 가지 기준

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모델별 특성 분석

1) 규모 및 적용범위

연구대상 대부분의 토양탄소모델은 과정기반 다중토양

저장고 모델이었으나 Sim-CYCLE은 단일토양저장고 모

델이었다. 각 모델은 그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범위의 탄

소기작을 모의하였다. 즉, ROMUL, RothC, YASSO는 토

양탄소모델이며, CENTURY는 토양 내 양분들의 생물지

구화학적 순환을 모의하는 생태계모델이다. 그리고 Forest-

Table 2. General descriptions of 7 reviewed models.

Name General descriptions Country Year Developer

ROMUL Soil organic matter model Russia 2001 Chertov et al.

RothC Soil carbon turnover model UK 1999 Coleman and Jenkinson

YASSO Forest soil organic carbon model Finland 2005 Liski et al.

CENTURY Soil organic matter model (biogeochemical cycle) USA 1987 Parton et al.

CBM-CFS3 Carbon budget model Canada 2006 Kurz et al.

Forest-DNDC Biogeochemistry model USA 1991 Li et al.

Sim-CYCLE Model of carbon cycle in land ecosystems Japan 2005 Ito et al.

Figure 1. The structure of the 7 reviewed soil carb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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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DC, CBM-CFS3, Sim-CYCLE은 토양탄소기작을 포함

하는 생태계모델이다(Table 2). 한편, 가장 널리 알려진 토

양탄소모델인 RothC와 CENTURY는 각각 경작지와 초지

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나 최근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산

림토양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Sim-CYCLE은 육상생태계

전체의 탄소 수지를 모의하며, 나머지 모델들은 산림을 대

상지로 개발되었다.

2) 구조

모델별 구조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ROMUL에서 낙

엽은 지상부와 지하부로 나뉘며, 지상부 낙엽층은 부분적

으로 부식화된 유기물층, 지하부 낙엽층은 이와 유사한 분

해되기 쉬운 부식층이 된다. 그리고 이들은 더 분해되어

안정한 부식토층이 된다. 세 가지 주요 부식토 형태는 산

림토양에서 고유한 토양 소동물과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전환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RothC에서 토양으로 유

입된 낙엽은 분해성 유기물과 내분해성 유기물로 나뉘며,

각각에 해당되는 저장고 내 탄소는 분해가 진행됨에 따라

부식된 유기물 저장고로 이동하거나 이산화탄소 형태로

방출된다. 또한 미생물 바이오매스와 비활성 유기물 저장

고를 구조 내에 포함하고 있다. YASSO에서 낙엽은 잎, 줄

기, 가지, 뿌리 등 부위별로 구분된다. 토양으로 유입된 각

부위별 낙엽은 분해가 진행되면서 조직의 화학적 조성에

따라 4가지 분해되기 쉬운 저장고(비극성용매에 녹는 화

합물, 극성 용매에 녹는 화합물, 산에 가수분해 되는 화합

물, 불용성 화합물)로 이동하며 일부는 이산화탄소 형태

로 빠져나간다. 최종적으로 이들은 더 안정한 부식토를 형

성하게 된다. CENTURY에서 토양으로 유입되는 낙엽은

조직 구조에 따라 구조성 또는 물질대사성 탄소 저장고로

구분되며, 이들은 다시 분해 저항성에 따라 활성, 느린, 비

활성의 3가지 탄소 저장고를 형성한다. 그리고 각 분해 단

계마다 저장고 간 이동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 일어난다.

CBM-CFS3에서 식물체 부위별 생체량 내 탄소는 낙엽이

지거나 고사하면서 부위별 분해 저항성에 따라 세 가지

분해속도의 고사유기물 저장고로 유입된다. 일반적으로

분해속도가 빠른 고사유기물 저장고를 거친 다음 분해속

도가 느린 고사유기물 저장고로 유입된다. 저장고 간 이

동 중 방출되거나 느린 저장고까지 도달한 탄소는 이산화

탄소로 빠져나가게 된다. Forest-DNDC에서 수목 생장 하

위모델을 통해 추정된 잎, 줄기, 뿌리의 생체량은 조직의

분해 저항성에 따라 3가지 형태의 유기물로 일부 전환된

다. 그리고 이들은 분해가 진행됨에 따라 부식화과정을 거

치며 세 가지 토양유기물 저장고(분해되기 쉬운, 어려운,

비활성)에 저장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분해된다.

Sim-CYCLE은 검토한 모델 중 토양탄소기작이 가장 간단

한 형태이다. 하나의 저장고로 유입되는 낙엽은 부식 형

성 작용을 통해 부식토가 되면서 이산화탄소를 일정 비율

로 배출한다. 분해되기 쉬운 낙엽층과 분해되기 어려운 부

식토가 전체 토양유기탄소를 구성한다.

검토된 모델들의 토양탄소기작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구

조를 보였다. 즉, 토양으로 유입된 낙엽 및 낙지는 화학적

분해 특성에 따라 둘 이상의 토양 저장고로 분리된 후 이

동하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고유의 속도

로 분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델 구조 내 낙엽층

및 토양 저장고의 수는 모델별로 정의에 따라 차이가 있

었다. ROMUL은 임상의 낙엽층에 해당하는 유기물층을

하나의 독립된 저장고로 포함하였고, RothC와 Forest-

DNDC는 토양 내 미생물의 활동과 생체량을 고려한 것 등

Table 3. Factors influencing decomposition mechanism.

Factors Effect RothC ROMUL YASSO
CEN-
TURY

Forest-
DNDC

Sim-
CYCLE

CBM-
CFS3

Temperature Rate modifier that multiplies the D rate ○ ○ ○ ○ ○ ○

Heterotrophic soil respiration ○

Moisture Rate modifier that multiplies the D rate ○ ○ ○ ○ ○

Heterotrophic soil respiration ○

Texture SOM stabilization ○

Stable humus mineralization rate ○

Soil water retention ○

Aeration ○

Ammonium absorption ○

Soil moisture ○ ○ ○

D rate ○ ○

N Rate coefficients ○ ○

Ash content Rate coefficients ○

Canopy opening ○

Aboveground biom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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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여 특이한 점이었다. YASSO는

검토한 모델 중 낙엽층 및 토양 저장고를 가장 구체적으

로 기술하고 있으며 Sim-CYCLE은 이와 반대로 가장 간

단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3) 분해기작

검토된 모델들의 분해기작은 공통적으로 온도 및 수분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온도는 하나 또

는 다수의 토양 저장고들의 분해속도 조절인자에 영향을

주었고 토양 수분의 영향은 온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비슷하였다. 그리고 RothC, ROMUL, CENTURY, Forest-

DNDC에서는 토양 구조도 분해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보인다. 이 모델들에서 토양 구조는 토양 수분이나 수

분보유력, 안정된 부식토의 광물화 속도, 또는 토양유기물

의 안정화에 영향을 끼침으로서 분해에 영향을 준다. 한

편, YASSO에서는 토양 구조가 중요하지 않은 유기물층

에서 단기간의 토양탄소 저장량 변화가 일어난다고 판단

한다. 그리고 토양 구조는 분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Table 4. Input factors of 7 reviewed models.

Class Input factors RothC ROMUL YASSO CENTURY
Forest-
DNDC

Sim-
CYCLE

CBM-
CFS3

Time-step Year(Y), Month(M), Day(D) M M+ Y, M M D

Site N in precipitation ○

Atmospheric CO
2 ○

Latitude & longitude △ △ ○

Climate Air T ○ ○ ○ ○ ○ ○ ○

PPT ○ ○ ○ ○ ○ ○

PET ○

Amount of clouds ○

Wind velocity ○

Soil Soil T ○

Clay content ○ ○ ○

% sand, silt, and clay ○

Bulk density △

Initial soil carbon stock ○

Soil cover ○

SOM content ○

Soil C content ○

Soil N content ○

Soil pH ○

Water holding content ○ ○

Depth of soil layer sampled △

Soil depth △

Vegetation

Litter amount ○ ○ ○ ○ ○

DPM/RPM ratio ○

N and ash amount of litter

Biome type/Ecozone △ ○ ○

Rooting depth △ ○

Yield table (volume over age curves) ○

Age class ○

Management

N deposition ○ ○ ○

N fertilization ○ ○

Organic N amendment ○

Crop rotation ○

Residue incorporation ○

P, S nutrients ○

Disturbance ○

Transition rule ○

Land use change △ △

(○: essential, △: dependent or un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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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주로 낙엽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모델 내에서 구조의 영향을 생략하였다. 이 외에

도 토양 내 질소량이나 재 함량 등이 일부 모델에서 분해

기작 내 분해속도 조절인자에 영향을 주었다. 

4) 초기화 과정

검토된 모델들은 주로 측정값을 이용하거나 스핀 업을

실행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초기화 되었다. ROMUL과

CBM-CFS3는 측정값을 이용하며, CENTURY, Sim-CYCLE,

Forest-DNDC는 스핀 업 실행을 통해 모델을 초기화한다.

YASSO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반면,

RothC는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하여 초기화한다. ROMUL은

스핀 업 실행 및 평형상태의 가정으로도 초기화될 수 있

지만 실측 자료 이용이 권장되고 있다. 한편 Forest-DNDC

는 각 저장고들의 고정된 비율로도 초기화될 수 있는데,

이 비율은 낙엽 유입량과 CN율을 기초로 하며 시간에 따

라 변할 수 있다. 

모델에서 정의한 저장고가 현장에서 측정 가능한 영역

을 반드시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측정 자료

가 아닌 한 측정값으로 저장고를 초기화하는 작업은 토양

탄소량을 과소 또는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모델들은 자연적인 식생상태와

평균적인 기후에서의 정상상태를 가정하여 스핀 업을 실

행한다(Peltoniemi et al., 2007; Lugato et al., 2007). 그

런데 적용지역이 달라지거나, 지역의 토양탄소 저장고가

평형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이 가정 역시 실제 그 지역의

과거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Wutzler and Reichstein,

2007). 따라서 스핀 업을 통한 추정과정에서도 과거의 임

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때 변수를 더 현실적으로 초기

화하고 토양탄소의 과거 및 현재 경향을 유사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입력 자료

각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입력 자료는

지역, 기후, 토양, 식생, 관리 등의 다섯 가지 대분류 내 총

37개 인자들이다(Table 4). 이 중 기후 자료인 대기온도 및

강수량과 식생 자료인 낙엽 생산량이 대부분의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하였다. 나아가 RothC, Forest-DNDC,

YASSO에서 실행된 주요 인자에 대한 토양탄소저장 추정

값의 민감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통된 입력 자료들 중

에서 특히 기온 자료가 토양탄소량 결정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Janik et al., 2002; Li et al., 2004; Liski et al.,

2005). RothC와 YASSO는 유입되는 낙엽 유형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공통된 입력자료들의

시간적 규모는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대부분의

모델들은 월 단위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Forest-DNDC

는 일 단위 자료, YASSO는 연 단위 자료를 기본으로 운

영되었다. Sim-CYCLE, CBM-CFS3와 같은 생태계모델의

경우에는 생체량에서 낙엽 생산량을 추정하므로 실제 낙

엽량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추정을 위한 다른 식생 자료

들이 필요하였다. 한편 토양 자료 중 토성과 관련된 점토

함량이 다수의 모델에서 요구되었다. 시비처리와 토지이

용 등 교란과 관련된 인자들을 포함한 관리 자료는 선택

적 적용이 가능하였으며 생태계모델 중 하나인 CENTURY

Table 5. Output values of 7 reviewed models.

Class Output values RothC ROMUL YASSO CENTURY
Forest-
DNDC

Sim-
CYCLE

CBM-
CFS3

Carbon Total C stock ○ ○ ○ ○ ○

Carbon flux ○ ○

Carbon content ○

Radiocarbon content ○ ○

Soil organic matter stock ○ ○

Mass balance for C ○

Nitrogen Soil N stock ○ ○ ○

N flux ○

Available N ○

Total inorganic N ○

Total mineral N ○

Nitrate leaching ○

Mass balance for N ○

Respiration CO
2
 emission ○ ○ ○

Heterotrophic respiration ○

Autotrophic respiration ○

Soil water dynamics ○

Soil temperature dynam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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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양한 선택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검토된 모델 중

에서 YASSO와 같은 토양탄소모델이 입력 자료가 단순한

반면 생태계모델들은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였다. 특히,

CENTURY가 가장 많은 수의 필수 입력 자료를 요구하였

고, Forest-DNDC, CBM-CFS3는 전체 모델에서 필요한

입력 자료들은 많지만 토양탄소기작에서 요구하는 입력

자료들은 상대적으로 CENTURY보다 적었으며 Sim-

CYCLE은 주로 기상부문의 입력 자료를 요구하는 특징을

보였다.

6) 출력결과값 

검토한 7개 모델의 출력결과는 Table 5와 같았다. 토양

탄소기작을 통해 대부분의 모델들은 토양 내 총 탄소 저

장량을 추정하였고, ROMUL과 Sim-CYCLE은 토양유기

물 저장량을 추정하였다. 세부적으로 Forest-DNDC와

CBM-CFS3는 탄소의 플럭스를 추정하며, RothC와

CENTURY는 토양 내 방사성탄소 저장량도 모의한다. 모

델에 따라서는 탄소 이외의 결과를 포함한다. 즉, ROMUL,

CENTURY, Forest-DNDC는 토양 내 질소 순환기작을 포

함하고 토양 내 총 질소 저장량을 모의하기도 한다. 그리

고 YASSO, CENTURY, Sim-CYCLE, CBM-CFS3는 토

양 호흡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CENTURY는 토양 환경

(온도, 수분)도 모의할 수 있다. 검토된 모델들 중에서는

CENTURY가 토양과 관련된 가장 많은 종류의 결과를 생

산한다. Forest-DNDC는 일 단위 결과를 보여주지만, 대부

분의 경우 월 또는 연 단위 결과가 생성된다. 

2. 국내 입력 자료 현황

검토된 모델들에서 필요로 하는 과거 및 현재 기후 자

료의 대부분은 기상청을 통해 직접 획득 가능하다. 그러

나 개별 조사구 단위의 미세기후 자료 또는 Forest-DNDC

에서 요구하는 시간 단위 기후 자료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모델 작업에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을

위한 기후전망 자료는 몇 가지 가정을 기초로 단순화한

값을 적용하거나 기후모델의 추정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 향후 기후전망 자료는 현재 기상청의 ‘미래기후전망

시나리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자료는 IPCC A1B 시

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기후변화추세를 바탕으로 지역별

기온, 강수량 등의 전국단위 자료를 제공한다(이민아 등,

2007; 차유미 등, 2007). 산림의 식생 및 토양 자료는 기후

자료보다 종류와 이용 가능성이 더욱 제한적이다. 또한 이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조사구 단위의 현장조사 및 실험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에 모의하고자 하는 적용범위를 충족

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 국가 산림자원조사는 전

국/지역 계획구별 지종 및 임종을 분류하고, 임상/주요수

종/영급별 면적, 축적, 생장량을 조사해 왔으며, 제 5차 시

기(2006~2010)부터는 고사목과 토양탄소 조사를 추가하

였다. 따라서 향후 이 조사결과를 전국단위 혹은 넓은 지

역단위에서의 모델링 작업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김종찬 등, 2009).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는 토양탄

소모델에서 필수적인 낙엽 유입량을 모의할 수 없고, 직접

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고사목과 토양 자료는 구축기간이

짧은 한계가 있다. 산림바이오매스 조사를 기반으로 한 바

이오매스 확장계수 및 추정함수 자료는 모델작업에서 대

상 임분의 지상부 및 지하부 바이오매스 추정에 이용되어

시계열적인 식생의 생장변화의 모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

는 잠재력이 있지만(손영모 등, 2007), 국내 상황에서 실

자료 확보 가능성이 불확실한 한계가 있다. 산림 관리 자

료의 경우, 전국적인 단위의 자연교란(산불, 홍수, 산사태

등) 자료는 국가통계 자료와 문헌 자료를 통해 공개되어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 조사지 단위의 구체적인 과

거 교란정보나 간벌 및 시비처리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제

한적이다.

3. 검토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 분석

1) 모델의 입력 자료 이용 가능성

YASSO를 국내 산림에 적용한 연구들(이아름 등, 2009;

Lee et al., 2009)에서는 모델에서 필요한 입력 자료가 간

단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입력 자료가 매

우 부족하여 국내에서 적용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고 있

다. 즉, 모델에서 요구하는 입력 자료가 갖추어지지 않으

면 모델 적용이 불가능하고 모델 성능 평가 및 지역적 보

정도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모델의 국내 적용 가

능성 평가에서는 모델에서 요구하는 입력 자료를 국내 자

료를 이용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검토된 모델들의 입력 자료 요구수준은 먼저 모델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CBM-CFS3, CENTURY,

Forest-DNDC와 같이 식물 생산, 미생물 분해 및 모든

탄소 저장고 내 변화의 추정과 연관된 과정들을 모의하

는 완전한 생태계모델링 방식은 토양 저장고만을 모의

하는 방식보다 입력 자료의 요구수준이 더 높았다. Sim-

CYCLE은 생태계모델이지만 주 입력 자료로서 비교적

얻기 용이한 기상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내 자료

가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토양모델들(RothC,

YASSO)의 경우, 토양탄소기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입

력 자료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료의 요구 수준이 낮으

며 측정된 자원조사 자료나 적당한 바이오매스 모델들

과 연계되기도 한다. ROMUL은 토양모델이지만 토양미

생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국내에서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내 입력 자료 가용성이 현저히 낮은 우

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토양탄소만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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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이 적합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입력 자료 가용

성만을 기준으로 대상 모델들을 평가하면, RothC,

YASSO, Sim-CYCLE이 다른 모델들보다 국내 적용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모델의 성능

모델을 이용하는데 입력 자료의 제한이 없다면, 각 모

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은 모델의 정확성 혹은 성능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Falloon and Smith, 2009). 기존 모델

의 모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토양탄소 저장량의 현장 측정

값과 모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Smith et

al., 1997).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모델들의 특성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들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연구 범위에 포

함되지 않는다. 대신 후속연구에서 이들의 성능을 평가하

는데 고려할 수 있는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토양모델들은 토양탄소 저장고에 대한 정의 및 목적에

따라 추정하는 토양의 깊이가 다르다. RothC, ROMUL,

YASSO는 1 m, CENTURY는 20 cm, Forest-DNDC는

50 cm 깊이 토양의 탄소 저장량을 모의하는 반면, Sim-

CYCLE과 CBM-CFS3는 그 깊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토양조사 자료에서는 표본 토양층의 깊이에 대한 정의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내에서는 전토심이

아닌 주로 50 cm 이하 깊이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왔

다(정진현 등, 1998). 따라서 향후 모델의 성능평가를 위

해서는 모의결과를 대상 임분의 토심으로 보정하는 과정

을 추가하거나 공통된 깊이까지 토양조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역적 보정 가능성

해외에서 개발된 모델들을 국내에서 제대로 이용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내 산림 특성

에 맞게 파라미터들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들을 얼마나 국내 실정에 맞게 보정할 수 있

는지에 따라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입력 자료조차 부족한 현실에서 대부분 모델의 지

역적 보정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 자체의 파라미터

보정 가능성 차이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생태계모델인

CENTURY, Forest-DNDC, CBM-CFS3이 단순한 토양탄

소모델들보다 더욱 세밀하게 지역특성에 따라 파라미터

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YASSO와

RothC는 파라미터의 수 자체가 적으며 모델 내에서 고정

되어 있거나 제한적인 보정만 가능하다. 한편, Sim-CYCLE

과 ROMUL은 이들 프로그램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

석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모델들은 특정 생태계 유형만을 모

의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보정되고 적

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수준의 입력 자료를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은 각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태계모델은 바이오매스와 낙엽 생산을 동시에 추

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토양기작과 연계된다. 토양기작만

모의하는 모델은 대부분 낙엽 생산이 입력 자료로 필요하

므로, 국내 상황에서는 낙엽 유입량을 추정하는 과정이 추

가적으로 필요하다. CENTURY, ROMUL, Forest-DNDC

등과 같은 모델들은 구조에서 나타나듯이 토양탄소기작

을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다양한 결과를 볼 수

있고 파라미터들의 조정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입력 자료 요구도가 우리나라 현실에 비해

높으며, 그 결과 기작을 국내 산림 특성에 맞게 보정하는

작업 또한 많은 선행 연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모델에 필요한 입력 자료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적은 입력 자료를 필요로 하는 YASSO

및 RothC와 같은 모델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선택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Peltoniemi et al., 2007). 

4. 산림토양탄소모델 적용 및 개발방안

기존 모델을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하거나 새로운 모델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장기간의 자

료 생산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즉, 대상 모델 또는 공통

의 입력 자료, 지역적 보정을 위한 자료, 모델 개발을 위

한 현장 및 실험 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장기조사를 통한 낙엽의 생산과 분해, 토양탄소 자료와 기

후 및 식생 자료들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보정하는 한편

입력 자료로서 가공되어 대상 임분 또는 지역의 산림토양

탄소동태 모의에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모의결과를 실

제 측정 자료와 비교하여 결과의 정확성을 비롯한 성능을

평가하여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Figure 2).

아직 충분한 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는 단

기적으로 기존 토양모델들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입력 자

료들을 생산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모델 개발

을 위한 지속적인 자료조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종류, 시간적·공간적

규모 및 단위, 반복수 등을 미리 설계하고 이에 맞춘 현장

조사 및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 과

정에서 자료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과도기

적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과도기적 방법들은 주로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단기적

으로 얻을 수 없는 낙엽 생산량과 같은 입력 자료를 추정

할 수 있는 방법, 모델의 추정값을 평가하기 위한 토양탄

소 측정 자료, 공간적 규모 확장을 위한 방법들을 포함한

다. 낙엽량 입력 자료를 단기간 내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생장모델 이용; 일반적인 산림자원조사

자료를 생장모델에 적용하여 낙엽낙지량을 추정한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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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단위의 모델링 연구에서 입력 자료를 대체하는 방법으

로 사용하며(Meyer et al., 2005), 생태계모델들은 대부분

이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2) 연륜연대학의 이용; 임분의

연륜 자료가 과거 시계열적인 임분의 생장량을 추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으며, 결국 시계열단위의 낙엽낙지량을 추

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이아름 등, 2009; Metsaranta and

Lieffers, 2009). 한편, 원격탐사기술은 자료의 공간적 한계

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단편적인 조사지

단위의 자료들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하여 국가단위 조

사 및 현장조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전국 규모의 모

의를 가능하게 한다(Patenaude and Dawson, 2005).

Chronosequence 연구는 수십 년이 걸리는 토양탄소 저장

고 내 변화를 알아내기 위한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대

신해 모델 연구에서 이용될 수 있다(Crews et al., 1995;

Johnson, 1992). 

결 론

7가지 해외 토양탄소모델들 중에서 필요한 입력 자료가

적은 RothC와 YASSO, 그리고 입력 자료의 가용성이 높

은 Sim-CYCLE이 국내 산림에 적용하기 용이한 것으로

사료된다. 모델의 국내 적용 후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모

델링과 현지조사에서 토양층에 대한 사전 정의 및 깊이에

대한 보정작업이 필요하며, 국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 파라미터의 지역적 보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모

델들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뿐

만 아니라 새로운 한국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확

하고 신뢰성 있는 장기간의 자료들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분해기작에 영향을 주는 온도 및 수분요건에

대한 실험 자료와 대표적인 입력 자료인 낙엽 생산량과

같은 자료가 요구된다. 장기간의 자료 생산에 소요되는 시

간 및 비용을 보완하기 위해 바이오매스 모델, 연륜연대

학적 접근, 원격탐사기술 등과 같은 과도기적 방법들을 연

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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