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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simulated a carbon flux model, so called Vegetation Integrated
Simulator for Trace gases (VISIT) using Spatio-temporal Environmental Information, to estimate
carbon budgets of vegetation ecosystem in South Korea. As results of the simulation, the model
estimated that the annual-average gross primary production (GPP), net primary production (NPP) for 10
years were 91.89 Tg C year-1, and 40.16 Tg C year-1, respectively. The model also estimated the
vegetation ecosystems in South Korea as a net carbon sink, with a value of 3.51 Tg C year-1 during the
simulation period. Comparing with the anthropogenic emission of South Korea, vegetation ecosystems
offsets 3.3% of human emissions as a net carbon sink in 2007. To estimate the carbon budget more
accurately, it is important to prepare reliable input datasets. And also, model parameters should be
calibrated through comparing with various independent method. The result of this study, however,
would be helpful for devising ecosystem management strategies that may help to mitigate global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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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 환경정보를 이용하여 VISIT(Vegetation Integrated Simulator for

Trace gases)이라는생태계모형구동하 고, 우리나라의생태계탄소수지를추정하 다. 모델구동결과,

모델은 시뮬레이션 기간인 총 10년 동안 연평균 총일차생산량(GPP)과 순일차생산량(NPP)을 각각 91.89

Tg C year-1, 40.16 Tg C year-1로 추정하 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식생 생태계는 연평균

3.51 Tg C year-1의탄소를흡수하는역할을수행한것으로추정되었다. 이를우리나라의인위적탄소배출

량 자료와 비교한 결과, 2007년 우리나라 식생 생태계는 탄소 흡수원으로서 인위적 탄소배출량의 3.3%를

접수일(2012년 1월6일), 수정일(1차 : 2012년2월3일), 게재확정일(2012년2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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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많은 국가와 민간 사회

에서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이

산화탄소는 식생의 광합성 활동에 중요한 인자 중 하나

이며, 동시에화석연료소비로발생될수있는지구온

난화의주요한원인이다(IPCC, 2007). 이러한관점에서

육상 생태계는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흡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기후변화와토지이용변화, 그리고화석연료

소비에 의한 육상 생태계의 흡원으로서의 역할 변화는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Cox et al., 2000). 또한 실질

적으로이산화탄소방출량을줄이고관리하기위해서는

육상과 해양 생태계에서의 탄소순환 기작을 깊게 이해

하고, 탄소 흡수원인 육상 생태계와 인간에 의한 탄소

방출량을 정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Ito, 2008). 이를

위해 육상 생태계에 대한 연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

며, 이런 연구를 통해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향에 대

해깊이이해할수있고, 인간에의한토지이용변화가

소규모 단위에서부터 경관단위 또는 지역 규모로부터

전지구 규모를 포함하는 육상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다(Ohtsuka et

al., 2005).

육상 생태계는 다양한 유기체(식물, 동물, 토양 미생

물 등)와 생태계의 생지화학적 과정(물질과 에너지 순

환, 탄소 및 질소 순환 등),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

는환경(온도, 물, 광물질, 일사량, 바람등) 간의상호작

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생태계의 생지화학적 과정 중,

생태계와 대기 간의 이산화탄소 교환량을 결정하는 것

으로 녹색 식물에 의한 광합성 생산성을 나타내는 총일

차생산량(Gross primary production: GPP)과 식물과

동물에 의한 호흡량인 생태계 호흡량(Ecosystem

respiration: RE)이중요하다. 그리고 탄소순환 연구에

서생태계의기능을평가하는변수로순일차생산량(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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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시킨것으로나타났다. 향후정확한탄소수지추정을위해서는신뢰성있는입력자료구축과다양한연

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모델 변수의 보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생

태계관리전략을수립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생각된다.

Fig. 1.  Digrams of carbon cycle in a forest ecosystem. Net ecosystem production (NEP) are determined by the difference between
gross primary production (GPP) and ecosystem respiration (RE), RE is a sum of respiration of plant (AR) and soil microbes
(HR)(Muraoka and Koizumi, 2009).



primary production: NPP)과 순생태계생산량(Net

ecosystem production; NEP)이 중요하다. 순일차생

산량(NPP)은식물의광합성에의해고정된총에너지량

에서 식물의 성장과 유지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제한

값을 말한다. 순일차생산량(NPP)은 광합성량과 식물의

자가호흡량의차이로계산할수있다. 그리고순생태계

생산량(NEP)은 총일차생산량(GPP)과 생태계호흡량

(RE)의차를말하며, 이것은대기와생태계간의이산화

탄소 교환량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Prentice et al., 2001)(Fig. 1).
이와같은생태계의탄소수지를평가하기위해서다

양한방법들이사용되고있다. 생물학적측정방법(Son

et al., 2004), 에디 공분산 기술을 이용한 탄소 플럭스

측정 방법(Saigusa et al., 2005), 생물리학적 모델링

기법(Ito and Oikawa, 2002; Sasai et al., 2007), 초
분광 위성 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법(Running et
al., 2004) 등이 있다. 각각의 방법은 다양한 생태학적

과정과 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고유한 장점과 단

점, 시공간 해상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관측되거나 정량화되는 생태계 탄소 수지는 기후 및 토

지이용변화와관련된의사결정및환경정책입안에있

어매우중요한자료를제공할수있다.

이런 방법 중에 육상 생태계 모델은 탄소 순환 연구

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생각되고 있으며, 한 지점에서부

터 전 지구적 규모까지의 탄소 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모델링 기법은 다양한 관측 자료를

결합시킬수있고, 민감도분석을통해결과값에큰

향을 미치는 과정이나 변수들을 밝혀낼 수 있다. 또한,

모델기반의평가방법은반드시정량화해야하는지상

부 바이오매스와 지하부 바이오매스, 토양 유기 물질과

같은 탄소 순환 전과정의 탄소량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다(Ito, 2008). 또한 모델링 기법은 예측된 미래

기후자료(온도, 강수량 등)를 적용하면 미래의 탄소 수

지변화를예측할수있다. 최근에는생물리학적과정기

반형모델이개발되고있으며, 육상생태계의탄소수지

를 평가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Ichii et al., 2009).
예를 들면, Potter (2006)는 원격탐사를 기반으로 하는

육상 탄소 순환 모델인 CASA를 이용하여 미국의 탄소

수지를평가했으며, Ito (2008)는 VISIT이라는과정기

반형 모형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지

역적탄소수지를평가하고, 플럭스관측자료를이용하

여 검증하 다. 그리고, Kurz (2008)와 Ito (2010a)는

산림의탄소수지에 향을미치는자연적인교란(산불,

태풍)의 향을 평가하 다. 또한, 현재까지 개발된 탄

소 순환 모델들에 동일한 입력자료를 적용하여 시뮬레

이션해본후이들의결과값을비교하여모델결과의불

일치성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Ichii et

al., 2009). 마지막으로,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

해 예측된 미래 기후자료를 이용하여 모델 시뮬레이션

을 실시하고 미래의 생물리학적 과정과 탄소 수지 변화

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예측을 하 다(Ito et al.,

2010b). 이러한 모델링 기법을 통한 연구는 우리나라

육상생태계의탄소수지를추정하는데도움이되며, 미

래의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적응정책및보존계획

수립을위한척도로서이용될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생태계 모형인

VISIT(Vegetation Integrated SImulator for Trace

gases)을 이용하여 다양한 탄소 수지(총일차생산량, 순

일차생산량, 순생태계생산량)를 모의하 다. 모의 기간

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로 총 10년간 일별 기후 자

료를이용하여모델을구동하 다. 이모형은위에서언

급하 듯이2008년 Ito에의해우리나라를포함한동아

시아의 탄소 수지를 평가하는데 이용되었다. 하지만 모

형구동에사용된낮은해상도의기후및토양입력자료

로 인해 결과 값의 공간적인 패턴이 인위적으로 나타났

다. 게다가, 지역적 규모의 모델 구동에 사용된 토지 피

복(생물 군계) 자료가 실제 우리나라의 식생 타입과 달

라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Ito, 2008). 그래서 이런

공간적패턴의인위성을줄이고, 현존식생을고려한신

뢰성 있는 모델 구동을 위하여 우리나라 국내의 연구기

관에서 조사된 고해상도 입력 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

이션을실시하 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및 검증지역

연구대상지는 위도 33.09°-38.72°N 에서 경도

125.76°-129.66°E 를 포함하는 우리나라 전국이다

Estimation of Vegetation Carbon Budget in South Korea using Ecosystem Model and Spatio-temporal Environment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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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시뮬레이션의 공간해상도는 2분이며 하나의

결과 값을 나타내는 격자의 넓이는 약 10 km2이다. 우

리나라는 따뜻하고 습윤한 기후로 계절적인 변이가 심

하며, 지역에따라고도에따른지형학적차이가두드러

지게나타난다. 게다가여름철몬순기후의 향으로장

마 기간이 있어 생태계에 큰 향을 미친다. 또한 우리

나라는 전 면적의 65%가 산림으로 이루어졌으며 우세

한수종으로는소나무와참나무가분포하고있다.

2) 모델 입력자료

VISIT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공간

정보가 입력자료로 필요하다. 크게 세가지 부류로 나눌

수있으며기후자료, 토양자료, 보조자료이다. 기후자료

는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풍속, 일사량, 증기압편

차(Vapor pressure deficit: VPD)로 6가지이며, 토양

자료는 전토심, 유효토심, 토성(모래, 미사, 점토) 비율,

포화수분함량, 농포용수량, 위조점으로 총 8가지이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로 위도 및 경도의 위치자료, 토지

피복, 고도, 그리고 USDA 토양 지도가 사용되며 총 5

가지이다(Fig. 3).

관측되지않는일부자료를제외하고, 기본적으로국

내의 신뢰성 있는 국가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를모델입력자료로서구축하 다. 우리나라경계와지

리학적 데이터는 환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

하 다. 기후 자료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1960년대부

터 운 하고 있는 75개의 기상관측소 자료를 이용하

다. 이 자료는 일별 자료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관

측된 자료로 일최고기온, 일최저기온, 강수량, 일사량,

풍속자료를포함하고있다. 증기압차의경우관측이이

뤄지지않고있어Buck (1981)에의해고안된변환식을

이용하 다(식 1). 이 변환식은 현재기온(T)을 이용하여

포화 수증기압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식에서 es는 포화

수증기압(hPa)이고 T는 대기온도(℃)이다. 계산된 포화

수증기압은 식 (2)에서 상대습도(RH)를 이용하여 증기

압편차로 변환되었다. 이 식에서 es는 포화수증기압

(hPa)이며, ea는 현재수증기압(hPa), RH는 상대습도

(%)이다.

es = 6.1121×exp( ) (1)

VPD = es
_ ea = es (1_ ) (2)

우리나라의 75개 지점에 대한 점 통계자료를 측정되

지 않은 지점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간 방법을 사용하

다. 이때각기후자료의특성에따라보간법을달리하

여 적용하 다. 인접 지역간에 값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기온 자료의 보간에는 크리깅 방법을 사용하 고, 나머

지 강수량, 일사량, 풍속, VPD의 보간에는 IDW

(Inverse Distance Weighted) 방법을이용하 다.

토양 자료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자

RH
100

17.502T
240.97+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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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and cover distribution map of simulation area. Land cover map was reclassified from the land cover product of Ministry of
Environment (MOE) of South Korea based on the criteria of IGBP (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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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atial distribution maps of input parameters; (a) simulation area, (b) elevation, (c) percentage of sand, (d) percentage of silt,
(e) percentage of clay, (f) saturated water content, (g) wilting point, (h) field capacity, (i) rooting depth, and (j) soil depth.
Spatial distribution maps of climate data in 1st July 2005; (k) maximum temperature, (l) minimum temperature, (m)
precipitation, (n) wind speed, (o) solar radiation, and (p) vapor pressure deficit.



료를이용하 다. 이자료는토성과토심에대한정보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조 자료 중, 토지 피복 입력
자료는환경부에서구축한중분류토지피복도를기반으
로구축하 다(환경부, 2002). 이중분류토지피복지도
자료는 국제 지구 생물권 프로그램(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지피복 기준에 따라 재분류 되었다(IGBP, 2001). 고
도자료는ASTER 위성에서측정하고구축된30m급의
ASTER GDEM(Global Digital Elevation Model)을
이용하 다(METI and NASA, 2009). 모든 자료 처리
과정에는 ESRI사의 ArcGIS 9.3과 Erdas사의
Imagine 9.1을이용하 다.

3) 생태계 모형

대기와 생태계간의 이산화탄소 교환 기작을 분석하
기위해생태계모형으로VISIT(Vegetation Integrated
Simulator for Trace gases)을 이용하 다. 이 모델은
탄소수지를 포함하는 생태계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널
리 이용되어 왔다(Ito and Oikawa, 2002; Ito, 2008;
Ito, 2010a; Ito, 2010b). 특히, 이 모델은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메탄(CH4)이나 일산화질소(N2O)와 같은
주요 온실 가스의 교환을 모의할 수 있으며, 한 지점에
서부터 전구규모까지의 모의가 가능하다. 이 모델은 네
가지 구성요소(교목, 지피식물, 낙엽낙지, 부식질)의 세
부분(잎, 줄기, 뿌리)으로이루어진Box-flow 시스템을
통해 광합성과 호흡의 전과정을 모의한다(Fig. 4). 4가
지 구성요소들은 각각의 기능과 탄소의 정주시간에 따
라 세분화된다. 모델은 대기와 생태계, 그리고 각각 구
성요소들 간의 탄소 흐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며 순생
태계생산량(NEP)은 총일차생산량(GPP)과 생태계호흡
량(RE)의차이로도출된다(Ito, 2008)(식3).

NEP = GPP _ RE (3)

이 모델은 각각의 생지화학적 과정들을 계산하기 위
해 다양한 이론적인 함수식이 결합되어 있다. 기본적으
로 수관 광합성(Canopy photosynthesis) 기작은
Monsi and Saeki (1953)의 물질 생산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총일차생산량은 De Pury and
Farquhar(1997)의 2-layer sunshade 모델이 적용된
서브모듈을바탕으로계산되며, 이서브모듈은광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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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box-flow system applied in VISIT model. Tall trees, floor plants, litter, and humus compartment
has 3 boxes, respectively (Ito and Oikawa, 2002).



유효 복사량(Photosynthetic active radiation), 온도,
토양수분함량, 증기압차(vapor pressure deficit),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그리고 엽면적지수(leaf area
index)를 변수로 하는 함수로 구성된다. 그리고 하나의
잎에서의 광합성 특성인 최대 광합성 효율(maximum
photosynthetic rate)과 광이용 효율(light-use
efficiency), 기공전도도(stomatal conductance)에 따
른 가스 교환량은 생물리학적 법칙을 고려하여 적용되
었다(Leuning et al., 1995). 또한잎에서의증발산량은
Penmann-Monteith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되며
(Monteith, 1981), 광합성 용량(photosynthetic
capacity) 및 잎 두께(leaf thickness)와 같은 잎의 계
절적특성변화는Muraoka and Koizumi (2005)의연
구를 바탕으로 Ito et al. (2006)에 의해 변수화되어 모
델에적용되었다. 또한모델내부에는생물군계의종류
에 따라 광합성과 호흡, 에너지의 재분배, 잎 계절주기,
치사율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정의되었다(Ito and
Oikawa, 2002; Ito, 2008).

3. 결과및고찰

1) 우리나라 식생 생태계의 탄소 수지

탄소 수지 추정 결과는 Fig. 5와 같이 일별로 도출되
었으며, 연도 및 월별 분석을 실시하 다. 모델은 1999

년부터 2008년까지의 총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식생을
순탄소흡원으로추정하 으며, 연간 3.51±3.16 Tg C
year-1 (mean ± standard deviation of inter-
annual variability) 의탄소를고정하는것으로나타났
다. 일년 동안에 식생에 의한 광합성 활동의 결과인 연
간 총일차생산량(GPP)은 91.89 Tg C year-1로 도출되
었다. 혼효림에 의한 생산량이 전체 탄소 고정량의
34.6%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두개의우세종(상
록 침엽수와 낙엽 활엽수)을 비교해보면, 두 수종이 분
포하는 면적이 상록 침엽수가 낙엽 활엽수에 비해 1.57
배 크지만, 각각 총일차생산량이 28.08 Tg C year-1와
27.64 Tg C year-1으로 유사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낙엽 활엽수의 광합성 생산성이
상록침엽수보다높다는것을의미한다(Table 1).

자가 호흡량을 제한 식생의 바이오매스 증가량을 나
타내는 연간 순일차생산량(NPP)은 40.16 Tg C year-1

로 추정되었다. 연간 바이오매스 증가량은 상록 침엽수
림이 전체 바이오매스 증가량의 45.6%를 차지하는 것
으로나타났다. 그리고종속 양호흡을포함한토양호
흡은 62.91±1.45 Tg C year-1로 추정되었다. 미생물
의 부식 활동에 의한 종속 양 호흡은 36.65±0.92 Tg
C year-1으로 토양 호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
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총탄소수지에미치는식생생태계의기
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DIAC(Carbon 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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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aily variation of estimated GPP, NEP, and RE(-) during the period 1999-2008.



Information Analysis Center)에서 분석된 우리나라

의 인위적 이산화탄소 방출량 자료를 이용하 다. 자료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9번째의 이산화탄

소방출국가로, 2007년도기준화석연료소비와 시멘

트 생산에 의한 탄소 방출량이 137 Tg C year-1 인 것

으로나타났다(Boden et al., 2010). 우리나라는도심지

에서의 화석 연료 소비가 주요한 이산화탄소 방출의 원

인이며, 자연적 산불에 의한 대규모의 이산화탄소 방출

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태계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

기때문에모델에의해추정된순일차생산량(NPP)이인

위적방출량보다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2007년도의순생태계생산량(NEP)은4.61 Tg C year-1

으로 인간에 의한 방출량(137 Tg C year-1)의 3.3%를

상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모델에 의해 추정된

식생의탄소흡수량이인위적탄소방출량보다작은양

이지만, 우리나라의 식생 생태계는 우리나라 전체 탄소

수지산정에있어중요한요소이다.

2) 탄소수지의 공간분포

Fig. 6은 우리나라 식생 탄소 수지의 공간적인 분포

를나타내는것이다. 모든추정값들에서위도와고도에

따른 공간적인 변이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모의 기간

동안 온도가 높고 다습한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광합성

생산성이 높았으며 바이오매스 증가량도 많았다. 이러

한 식생 탄소 수지의 지역적 비균일성은 기후조건과 토

지피복, 고도, 토양성질등의차이로인해발생한다. 연

평균 단위면적당 총일차생산량(GPP)은 13.49 Mg C

ha-1 year-1로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 지방에서 25.1

Mg C ha-1 year-1로높은값을보 다. 또한, 중부지방

의 고도와 산림 도가 높은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생산성을보 다(Fig. 6a). 단위면적당총일차생산

량이 가장 높았던 토지 피복은 혼효림 지대로 18.4 Mg

C ha-1 year-1의 탄소를 고정하 으며, 상록 침엽수림

이단위면적당10.06 Mg C ha-1 year-1의탄소를고정

하여교목들중가장낮은고정량을보 다(Table 2).

순일차생산량(NPP)은 공간분포는 지형학적인 변이

보다 위도에 따른 변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Fig.

6b). 대체로 남부지방 식생의 단위면적당 바이오매스

증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식생의 단위

면적당평균순일차생산량은5.89 Mg C ha-1 year-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에 따라 최소 0.7 Mg C ha-1

year-1, 최대 14.5 Mg C ha-1 year-1의 값을 보 다.

상록침엽수림의 단위면적당 바이오매스 증가량은 연평

균6.56 Mg C ha-1 year-1로낙엽활엽수림의단위면적

당 바이오매스 증가량(5 Mg C ha-1 year-1) 보다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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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stimated annual vegetation carbon budgets in South Korea, 1999-2008

Area(103km2) GPP NPP NEP SR HR

(%) ±S.D. ±S.D. ±S.D. ±S.D. ±S.D.

(Tg C year-1)

상록 27.90 28.08 18.30 0.28 20.86 18.02

침엽수림 (41.0) ±1.22 ±0.91 ±0.86 ±0.52 ±0.46

낙엽 17.67 27.64 8.83 1.35 17.94 7.48

활엽수림 (25.9) ±1.27 ±0.99 ±0.97 ±0.39 ±0.19

혼효림
17.27 31.77 10.63 1.83 20.39 8.80

(25.3) ±1.61 ±1.28 ±1.22 ±0.48 ±0.24

관목지
1.36 2.33 1.25 0.02 1.96 1.23

(2.0) ±0.09 ±0.06 ±0.07 ±0.04 ±0.03

초 지
2.68 0.73 0.43 0.02 0.61 0.41

(3.9) ±0.04 ±0.03 ±0.02 ±0.01 ±0.01

습 지
1.24 1.34 0.72 0.01 1.15 0.71

(1.8) ±0.06 ±0.04 ±0.05 ±0.03 ±0.02

합 계
68.13 91.89 40.16 3.51 62.91 36.65

(100.0) ±4.24 ±3.26 ±3.16 ±1.45 ±0.92

Area(103km2)
GPP NPP NEP SR HR

(%)
±S.D. ±S.D. ±S.D. ±S.D. ±S.D.

(Tg C year
_1)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Table 2).

타가 양 생물의 호흡을 고려한 순생태계생산량

(NEP)은 동해안 지역과 산림 도가 높은 중남부 지방

의 산림지대에서 높게 나타났다(Fig. 6c). 이렇게 서로

다른 순생태계생산량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 토양 분해

과정에서의 환경적 민감성에 향을 받은 결과이다. 그

리고 순생태계생산량은 고도에 따른 변이가 위도에 따

른 변이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타가 양생

물호흡량(heterotrophic respiration)의공간분포변이

에 기인한다. 단위 면적당 평균 순생태계생산량은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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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patial distribution maps of estimated (a) gross primary production (GPP), (b) net primary production (NPP), (c) net
ecosystem production (NEP), and (d) the location of net carbon sinks and sources. Crop lands and urban areas are shown in
gray.

(c) (d)

(a) (b)



Mg C ha-1 year-1로추정되었으며, 최소값은-0.6 Mg

C ha-1 year-1에서 최대값은 1.5 Mg C ha-1 year-1로

공간에 따라 탄소 흡원과 탄소 발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확인할수있었다(Table 2). 우리나라대부분의교

목과 관목 산림지대는 탄소 흡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봉화군, 안동시, 의성군의 일부 침엽

수림은 탄소 발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Fig. 6d).

3) 기존 연구와의 비교 및 개선방향

생태계탄소수지의신뢰성있는추정을위해서는결

과 값이 독립적인 다른 연구에 의해 조사되고 검증되어

야한다. 우리나라에는육상생태계탄소기작및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태학자

들은 식물 내의 탄소 축적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생물측

정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소규모 조사구 단위에서의 식

물 바이오매스 증가와 탄소 순환 과정을 연구하고 있으

며(Son et al., 2004), 토양챔버법을이용하여토양호

흡을 측정하고 있다(Noh et al., 2010). 예를 들면, Li

et al. (2010)은상대성장측정모델(allometric model)

을 이용한 우리나라 참나무림의 탄소 축적 연구들을 종

합하여 우리나라 참나무림의 연평균 순일차생장량

(NPP)과순생태계생장량(NEP)을각각 10.2 Mg C ha-

1 year-1, 1.9 Mg C ha-1 year-1 인것으로추정한바있

다. 이를 모델에 의해 추정된 낙엽 활엽수림의 NPP,

NEP와 비교해보면, 모델이 각각 0.49배(5 Mg C ha-1

year-1), 0.4배(0.76 Mg C ha-1 year-1) 정도 과소 추

정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Choi et al. (2002)는우리

나라에서 2000년까지 조사된 산림 인벤토리 자료를 이

용하여, 우리나라 산림이 순 탄소 흡원으로 연간 0.012

Pg C year-1를흡수한다고하 다.

그리고 미기상학자들은 에디 공분산 기술이 적용된

플럭스 관측을 통해 수관이나 생태계 규모의 이산화탄

소 교환을 측정하고 있으며(권효정, 김준, 2010), 이를

통해 얻어진 시공간적인 정보를 수학적 생태 모델에 적

용하여탄소수지에 향을주는인자를찾기위한민감

도분석에사용하고있다(장지현외, 2010). 마지막으로

Choi et al. (2010)는 우리나라 산림을 대상으로 동적

전지구식생모델(Dynamic global vegetation model)

인MC1(MAPSS-CENTURY model)을이용하여 1971

년부터 2000년까지 총 30년 기간동안 순일차생산량

(NPP)을추정하 다. MC1 모델에의해추정된지역단

위당평균NPP는6.47 Mg C ha-1 year-1로본연구에

서 추정된 NPP(5.89 Mg C ha-1 year-1) 보다 과추정

된것으로나타났다. 위와같은다양한독립적인연구결

과와비교및검증을통해모델에적용된알고리즘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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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gional area-average carbon budgets in South Korea from 1999-2008

Area(103km2) GPP NPP NEP SR HR

(%) ±S.D. ±S.D. ±S.D. ±S.D. ±S.D.

(Tg C year-1)

상록 27.90 10.06 6.56 0.10 7.48 6.46

침엽수림 (41.0) ±0.44 ±0.33 ±0.31 ±0.19 ±0.16

낙엽 17.67 15.64 5.00 0.76 10.15 4.23

활엽수림 (25.9) ±0.72 ±0.56 ±0.55 ±0.22 ±0.10

혼효림
17.27 18.40 6.15 1.06 11.81 5.10

(25.3) ±0.93 ±0.74 ±0.71 ±0.28 ±0.14

관목지
1.36 17.07 9.15 0.14 14.41 9.00

(2.0) ±0.68 ±0.48 ±0.49 ±0.33 ±0.21

초 지
2.68 2.73 1.60 0.06 2.27 1.55

(3.9) ±0.13 ±0.09 ±0.09 ±0.05 ±0.03

습 지
1.24 10.78 5.81 0.11 9.28 5.70

(1.8) ±0.51 ±0.36 ±0.38 ±0.22 ±0.14

합 계
68.13 13.49 5.89 0.52 9.24 5.38

(100.0) ±0.62 ±0.48 ±0.46 ±0.21 ±0.13

Area(103km2)
GPP NPP NEP SR HR

(%)
±S.D. ±S.D. ±S.D. ±S.D. ±S.D.

(Mg C ha
_1 year

_1)



선하고변수를보정하면보다신뢰성있는탄소수지추

정이가능할것이다.

또한합리적인탄소수지추정을위해서는알고리즘의

개선뿐만아니라신뢰성있는입력자료를구축하는것도

중요하다. 입력자료를구축하는것은전체모델시뮬레이

션연구에서많은부분을차지하며시간적인소모가많은

작업이다. 모델알고리즘이생태계과정들을잘설명한다

할지라도, 부정확한 입력 자료의 적용은 잘못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관측치의 부

족으로인해저해상도의추정치를입력자료로사용한경

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 자료의 신뢰성과 해상

도에서유발될수있는오류를줄이고자국가연구기관에

서수집된관측치를이용하여고해상도입력자료를구축

하 고, 모델구동에이용하 다. 또한현재의모델연구

에는신뢰성높은탄소순환모의에악 향을미치는많

은불확실성이존재한다. 이러한불확실성을극복하기위

해서인간이나자연에의한교란(토지이용변화, 비료시

비, 목재생산, 대기오염, 태풍, 가뭄)을모델구동시에

고려할수있는방법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4. 결론

본연구에서는VISIT이라는생태계모형을이용하여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식생 탄소 수지를

추정하 다. 시뮬레이션 결과, 모델은 우리나라 식생의

순생태계생산량을 평균적으로 3.51 Tg C year-1으로

추정하여, 우리나라식생생태계는순탄소흡원의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이 대체

적으로 기온이 높아 광합성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생 생태계는 여름철에 광합성

효율이높지만, 호흡량증가로인해탄소발원의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한 독립적인 연구와의

비교 및 검증을 통해 모델을 개선하고, 신뢰성 있는 입

력자료를 사용하면 보다 나은 탄소 수지의 추정이 가능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우리나라 식생 탄소

순환에 대한 이해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생태계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탄소 흡수원으로

서산림의중요성을다시한번일깨우는계기가될것으

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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