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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spatial-temporal NPP(Net Primary

Productivity) and SCS(Soil Carbon Storage) of forest ecosystem under climate change in the

capital area of South Korea using Mapss-Century1 (MC1), one of Dynamic Global Vegetation

Models (DGVM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PP and SCS changes were simulated based on a

biogeochemical module in this model. As results of the simulation, the NPP varies from 2.02 to

7.43 tC ha-1 yr-1 and the SCS varies from 34.55 to 84.81 tC ha-1 during 1971~2000 respectively.

Spatial mean NPP showed a little decreasing tendency in near future (2021~2050) and then

increased in far future (2071~2100) under the condition of increasing air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which were simulated by the A1B climate change scenario of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But it was estimated that the temporal change of spatial mean

NPP indicates 4.62% increasing tendency in which elevation is over 150m in this area. However,

spatial mean SCS was decreased in the two future periods under same climat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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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제4차 기후
변화에 관한 평가보고서(2007)에서 1900년 이후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약 0.76℃ 상승하 으며, 최근
50년간 장기경향은 1.3℃/100년으로 과거 100년간
0.74℃/100년의 2배 이상 급속히 증가되었다고 발
표하 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2.5℃ 정도 증가
하면 동·식물 종의 약 20~30%가 멸종 위기에 처
하고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종, 생태계 상호작용,
종의 지리적 분포 부정적인 향이 전망된다(국립
기상연구소, 2009).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GHG(Green

House Gas) 중 단독으로 약 50%의 향력을 발휘
하는 주요 가스이며(Rodhe, 1990), 저감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 즉 배출원(source)을 줄이는 방
법과 흡수원(sink)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나눠진
다. 현재까지 저감방식의 대부분은 에너지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제한 형태에 그 초점
이 맞춰져 왔으나, 교토의정서 이후 산림에 의한 이
산화탄소 흡수량이 감축목표 산정에 허용되면서 지
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산림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있다.
산림의 탄소동화작용은 대기 중 탄소를 매우 효

율적으로 고정시키는 시스템일 뿐 아니라 경관 가
치가 크고 공기정화, 기온조절을 통해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육상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산림청, 2009). 산림생태계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로는 순일차생산량(NPP:
Net Primary Production)과 토양탄소저장량
(SCS: Soil Carbon Storage)이 있으며 이는 산림
생태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탄소 수지 평가에
도 이용된다. 여기서 NPP는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고정된 총 에너지양에서 식물의 성장과 유지에 사
용되는에너지양을제한값을말한다.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지구온난화현상을 저감

시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의 변
화 양상, 취약성 평가, 탄소흡수량 변화를 보다 정

확히 예측할 필요가 있다. 산림생태계의 탄소 수지

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

는데, 생물학적 측정 방법, 에디 공분산 기술을 이

용한 탄소 플럭스 측정방법, 생물리학적 모델링 기

법, 초분광 위성 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 중 육상 생태계 모델은 탄소 순

환 연구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생각되고 있으며 한

지점에부터 전 지구적 규모까지의 탄소 수지를 평

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예측된 미래 기후자료를

적용하면 미래의 탄소 수지 변화 예측도 가능하다.

생태모형에는 생지화학적 모형과 동적식생모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생지화학적 모형은 식생의 변

화를 모의하지 않고 고정된 식생 조건에서 탄소나

질소 등의 순환에 대해 예측하는 반면, 동적식생모

형(DGVMs)은 식생종의 변화를 고려하므로 기후변

화에 따른 식생의 변화와 상호 연관성을 모의하고

대기와 식생간의 피드백 과정을 면 히 관찰할 수

있어장기간변화모의에적합하다.

유성진 등(2012)은 시공간 환경정보를 이용하여

VISIT(Vegetation Integrated Simulator for

Trace gases)라는 생태계모형을 구동한결과 우리

나라식생생태계가연평균3.51 Tg C/year 의탄소

를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 고, Choi et
al.(2011) 은 MC1 모델을 이용하여 한반도의 기후

변화에 따른 식생분포 변화 예측 및 NPP와 SCS의

변이 분석을 통해 식생 분포의 취약성과 산림생태

계 기능의 취약성에 따라 산림생태계의 취약성 평

가를 시도한 바 있으나, 본 연구보다 대상 지역이

넓고 공간해상도가 다소 커(1km) 특정 관심 지역

산림의 탄소흡수량 시공간적 변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을 수도권으로 좁

히고 공간해상도를 500m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하 다.

이러한 생태계 모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뿐만

아니라 고도, 경사, 향 등의 지형적 요소가 수종의

생육조건에 주요한 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인자가

고려된 한국형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이상철 등

2011). 본 연구와 같이 산림생태계 모델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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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독립적인 연구결과의 비교 및 검증을 통해
모델에 적용된 알고리즘을 계산하고 변수를 보정하
면보다신뢰성있는NPP와 SCS의예측및산림의
탄소수지추정이가능할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

탄소 흡수원(sink)으로서 산림의 기능을 고려하여
육상 생태계 모델 중 생지화학적 개념이 도입된 동
적식생모형(Dynamic Global Vegetation Model,
DGVM)을 이용하여 수도권 산림의 NPP와 SCS 시
공간적 변화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 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종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기후변화에 따른 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
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있다.

II. 연구지역및방법

1. 연구 지역

연구 대상 지역은 남한의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역으로 124°59’~127°85’범위의 경도와
36°89’~38°29’범위의 위도에 위치해 있다. 2009
년 말 기준으로 전체 면적의 약 50%가 산림 지역이
며(산림청 홈페이지), 기후는 온대기후로 연평균 기
온은11~13℃이고연평균강수량은1,100mm이다.
본 연구 대상지는 남한 인구의 절반가량(전국 48

백만 명 중 23백만 명, 2010년 인구조사 잠정집계
기준)이 집중되어 있어 토지이용에 대한 요구가 가
장 많은 지역이다. 수도권 지역 산림면적은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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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The capital area of South Korea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selected sites and capital area

A B C D Study Area

discription Kwangneung Kwangneung Kumto Chunggye Capital
Forest Forest Mountain Mountain Area

(KoFlux DK-site) (Samping site)

latitude 37°45′25.37″ 37°47′1″ 37°23′45″ 37°25′2″
longitude 127°9′11.62″ 127°10′37″ 127°5′1″ 127°3′22″
altitude(m) 244 341 129 330 130

yearly mean past 10.1 9.38 11.08 9.76 10.84

temperature near future 11.2 11.48 12.53 10.87 12.23

(˚C) far future 13.8 14.14 15.22 13.5 14.88

monthly mean past 97.96 95.35 101 95.8 100.69

precipitation near future 107.3 109.8 111 102.8 110.95

(mm) far future 121.2 123.7 124.5 115.6 124.54

A B C D Study Area

discription
Kwangneung Kwangneung

Kumto Chunggye Capital
Forest Forest

Mountain Mountain Area
(KoFlux DK-site) (Samping site)



기준으로 서울시 15,719ha, 인천시 40,427ha, 경

기도 526,985ha 이나, 전답, 목장, 대지, 공장, 도

로, 골프장 등으로 전용되어 매년 평균 1,940ha

(2003-2009년 평균치) 감소하고 있으며 산불에 의

한 피해 면적도 매년 평균 16.4ha(2003-2009년

평균치)에이른다(임업통계연보, 2004-2010)

대상지의 해발고도와 결과 분석 시 비교 자료로

설명되는 지점별 위경도를 표시하고(Fig. 1), 연구

대상지내 지점별 비교 설명을 위해 선택한 지점별

특징을나타내었다(Table 1).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DGVMs 중 하나인 Mapss-

Century1 (MC1) 모형을 활용하여 수도권 지역 산

림을 대상으로 과거 30년(1971~2000년), A1B 시

나리오의 미래 기후 조건에 따라 가까운 미래(2021

~2050년)와 먼 미래(2071~2100년)의 NPP와

SCS 변화를모의하 다.

MC1 모델은 미국 오레곤 대학에서 개발되어 기

후변화가 생태계 구조나 기능에 잠재적으로 미치는

향을 평가하며 landscape 수준(50m)에서 지구

규모 넓은 범위까지의 공간스케일에서 천이역학을

포함시켜 생태계 변화의 패턴에 대해 예측할 수 있

다(Bachelet et al., 2001). 본 모델은 생물지리학

에 근거한 MAPSS 모델(Neilson, 1995)과 생지화

학적 과정을 패키지 한 수정된 버전의 CENTURY

(Parton et al., 1994)와 새로운 화재 간섭 모델로

MCFIRE(Lenihan et al., 1998)가 결합되어 있으

며, 특히 생지화학적 모듈은 식물의 성장, 유기물의

분해, 생태계에서물과 양염의거동을예측할수있

어세가지모듈의상호정보교환을통해기후변화에

따른식생분포변화와탄소, 질소, 물순환등을모의

할수있는장점이있다(Bachelet et al., 2001).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MC1을 이용하여 지역

규모부터 대륙단위까지의 공간스케일로 기후변화

에 따른 식생 분포 변화, 탄소분포 변화, 화재 양상

변화를 예측하 고(Lenihan et al., 2008), 우리나

라에서도 MC1을 이용하여 한반도의 식생분포 변화

와 육상탄소 분포에 대해 모의한 사례가 있다(Choi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기후에 따라 변화하는 대기와 식

생간의 피드백 과정을 잘 반 하고 carbon

dynamics를 함께 예측할 수 있는 MC1 모델에

A1B 시나리오에따라예측된미래기후자료를이용

하여NPP와 SCS의변화를모의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뮬레이션의 공간해상도는

0.005도로 하나의 결과 값을 나타내는 격자의 넓이

는 약 0.25 ㎢이고, 격자수는 49,046개로 입력하

다. 시간적 범위는 과거 30년(1971~2000년) 동안

기상청에서 측정한 기후자료와 IPCC에서 제시한

A1B 시나리오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연구소에서 예

측한 우리나라 미래 기후자료를 가까운 미래

(2021~2050년)와 먼 미래(2071~2100년)로 나누

어이용하 다.

MC1 모형의주요입력자료는고도, 위도와같은

지형 정보와 월평균 기온, 월평균 최고 기온, 월평

균 최저 기온, 월평균 누적 강수량, 월 평균 습도,

풍속과 같은 기후 정보 그리고 토양 도, 토성, 암

석 비율과 같은 토양 정보이다. 기후자료는 기상청

의 측정자료와 국립기상과학연구소의 예측자료를

이용하 고, 토양 자료는 국립농업과학원과 국제식

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이용하 다. 고도, 위도 등

지형정보와 토지피복 자료는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행정구역도, 환경부의 생태자

연도(2008) 등을 이용하 다. 이 중 온도와 강수량

은 측정지점의 해발고도 및 측정 장비의 높이 효과

를 고려하여 기온감율 및 강수 증감률을 적용하여

해수면 높이에서의 관측 값으로 보정하 다. 모형

에 사용되는 모든 입력 자료는 공간상으로 연속적

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므로 미관측 지점에 대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공간내삽법을 이용하 고(이

민아 등, 2007), 모든 자료는 World Geodetic

System(WGS-84) 좌표계의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ESRI사에서제공하는Arc/Info 9.3의

GIS 툴을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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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Net Primary Production의 시공간적 변화

1971년에서 2000년까지 과거 30년 기후자료와

토양자료를 통해 모의된 산림의 순일차생산량은

2.02~7.43 tC ha-1 yr-1 범위로 나타났으며 연구

대상지에서의 평균값은 6.02 tC ha-1 yr-1 이었고

지점별모의값은Table 2와같다.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 따라 수도권 지역 평균 연

평균 기온이 1.4℃, 월평균 강수량이 10% 가량 증

가하는 가까운 미래(2021~2050) 모의 결과, NPP

는 2.32~7.63 tC ha-1 yr-1 범위로 나타났으며 평

균값은 5.85 tC ha-1 yr-1 로 과거 대비 3% 감소하

다. 연평균 기온이 4℃, 월평균 강수량이 24% 가

량 증가하는 먼 미래(2071~2100)의 NPP는

2.89~7.67 tC ha-1 yr-1 범위로 나타났으며 평균

값은 5.88 tC ha-1 yr-1 로 과거 대비 2% 감소하

고 가까운 미래 대비 0.5% 증가하 다(Table 2).

지점별로 변화양상이 상이하 는데, 과거 모의 결

과를 기준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A, B, C 지점 모두

감소하 고 D 지점은 증가하 다. 먼 미래에는 과

거 대비 B, C 지점은 감소하 고 A, D 지점은 증가

하 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 경기도 남

부 지역별 평균으로 살펴보면 과거의 경우 경기도

북부 지역이 5.69 tC ha-1 yr-1 로 평균 NPP가 낮

게 모의되었으며 인천광역시가 6.6 tC ha-1 yr-1

로 높게 모의되었다. 미래 예측 결과는 가까운 미래

에서 4개 지역 모두 NPP가 감소하 으며 먼 미래

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남부 지역과

달리 경기 북부 지역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Fig. 2).
임상별로는 침엽수림의 평균 NPP가 6.27 tC

ha-1 yr-1 로 활엽수림의 평균 NPP 5.95 tC ha-1

yr-1 에 비해 높게 모의되었고, 침엽수림의 경우 가
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활엽수림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서
는 감소하다가 먼 미래에서는 가까운 미래 대비 1%
가량증가하는양상을보 다(Fig. 3).
고도별 평균 NPP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미래에

NPP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지역은 해발고도
150m이하의 낮은 산림 지역과 수변 식생지역이었
으며, 해발고도 150m이상의 산림에서는 지속적으
로NPP가증가하는경향을보여과거대비먼미래
까지의평균증가율은4.62%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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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atial-temporal mean Net Primary Productivity
(tC/ha/yr) changes based on the regional groups in
the study area in past(1971~2000), near future
(2021~2050) and far future(2071~2100).

Fig. 3.  Spatial-temporal mean Net Primary Productivity
(tC/ha/yr) changes based on the type of forest in the
study area in past(1971~2000), near future (2021
~2050) and far future(2071~2100).

Table 2.  The results of Net Primary Productivity in selected
sites and capital area

A B C D capital 
area

past 6.67 6.56 6.69 6.59 6.02

NPP
near

6.63 6.38 6.4 6.77 5.85
(tC/ha/yr)

future

far 
6.73 6.47 6.21 6.88 5.88

future

A B C D
capital 
area



2. Soil Carbon Storage의 시공간적 변화

1971년에서 2000년까지 과거 30년 기후자료와
토양자료를 통해 모의된 토양탄소저장량은
34.55~84.81 tC ha-1 범위로 지역적 평균값은
66.84 tC ha-1 이었고 지점별 모의 값은 Table 3
과같았다.
가까운 미래(2021~2050) 모의 결과 토양탄소 저

장량 평균값은 61.37 tC ha-1 이었고, 먼 미래
(2071~2100) 모의 결과 토양탄소 저장량 평균값은
52.81 tC ha-1 로나타나(Table 3), 수도권지역 토
양탄소량 평균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지점별로도 과거 값을 기준으로 가까운 미래

와 먼 미래에서 A, B, C, D 지점 모두 감소하 으
며지역별로감소폭은상이하게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 경기도 남

부 지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과거의 경우 경기도 북
부 지역이 63.53 tC ha-1 로 평균 SCS가 낮게 모
의되었으며 인천광역시가 76.41 tC ha-1 로 높게
모의되었다. 미래 구간에서는 4개 지역 모두 평균

SCS가감소하 다(Fig. 5).
임상별로 살펴보면 과거의 경우, 침엽수림의 평

균 SCS가 68.81 tC ha-1 로 활엽수림의 66.34 tC
ha-1 에비해 3%가량 높게 모의되었으며, 침엽수림
과 활엽수림 모두 미래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경향을나타냈다(Fig. 6).

IV. 고찰

NPP 모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A 지점의 과거
구간 모의 값이 6.67 tC ha-1 yr-1 로 나타났으나
임희정 등(2010)은 동 지점의 NPP를 Community
Land Model 3.5-DGVM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6.04 tC ha-1 yr-1 로 모의하여 본 연구보다 9.4%
작았다. 침엽수림의평균NPP는 6.27 tC ha-1 y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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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patial-temporal mean Net Primary Productivity
(tC/ha/yr) changes based on the altitude in study
area in past(1971~2000), near future(2021~2050)
and far future(2071~2100).

Fig. 5.  Spatial-temporal mean Soil Carbon Storage(tC/ha)
changes based on the regional groups in the study
area in past(1971~2000), near future(2021~2050)
and far future(2071~2100).

Fig. 6.  Spatial-temporal mean Soil Carbon Storage
changes(tC/ha) based on the type of forest in the
study area in past(1971~2000), near future(2021
~2050) and far future(2071~2100).

Table 3.  The results of Soil Carbon Storage in selected sites
and capital area

A B C D capital 
area

past 77.57 75.12 72.75 77.92 66.84

SCS
near

72.33 68.95 65.46 74.34 61.37
(tC/ha)

future

far 
61.97 59.24 54.23 64.75 52.81

future

A B C D
capital 
area



로 활엽수림의 평균 NPP 5.95 tC ha-1 yr-1 에 비
해 높게 모의되어 홍지연 등(2011)의 결과와 부합하

다(Fig. 3). 미래 변화양상은 수도권 평균으로는

감소했다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침엽수
림은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활엽수림은 감소했다

가증가하는경향을보 고해발고도 150m 이상지
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지

형, 임상, 고도 등 지역 특성 및 그 분포 특성에 따
라 수도권 산림의 미래 NPP 변화양상은 일부 상이

한 결과를 보 는데 낮은 고도의 도시림이 포함된
수도권산림지역의특성으로판단된다.

Nemani et al.(2003)은 기후변화에 대한 식생

반응을 전 지구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과거 18년간
의 기후 자료와 식생 활동에 대한 위성 관찰 자료를

분석하여, 기후변화는 특히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
의 식물 성장을 개선시켜 전 지구적으로는 NPP를

6% 정도 증가시킨다고 하 고, Peng et al.(2009)
은 TRIPLEX 모델을 이용하여 중국북동부 지역의

산림 성장과 C, N 거동을 모의한 결과 온도와 강수
량이 증가하는기후 시나리오에서 1999년을 기준으

로 2030년대에는 산림의 NPP가 1~3%, 2090년대

에는 6~14% 증가한다고 하 다. 이러한 국외 연구
대상지는 고도가 높은 집 자연림 지역이며 본 연

구의 대상지는 도시림을 포함하는 수도권 산림지역
으로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의 해발고도 150 m 이

상 산림지역에서는 NPP가 21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상기 결과의 경향과 일치하

다(Fig. 4).
SCS 모의결과, 본연구에서는A 지점의경우토

양탄소저장량은 77.57 tC ha-1 로 모의되었으나,

임희정 등(2010)은 CLM 3.5를 활용하여 토양탄소
량을 73.8 tC ha-1 (본 연구의 결과치 보다 4.8%

과소 모의)로 시뮬레이션 하 고, A 근접지점에서
이재석 등(2005)은 89.3 tC ha-1 (토심 30cm)로

추정하 다. B 지점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 토양탄
소저장량은 75.12 tC ha-1 로 모의하 으나, 이아

름 등(2009)은 경기도 광릉지역 토양탄소량 실측치
가 45.40±3.87 tC ha-1 (토심 30cm)이며 국내 소

나무림 토양탄소 저장량을 문헌에 근거하여 토심

30cm 깊이로 보정한 결과 평균 46.28±30.72 tC

ha-1 라고 하 다. 즉, 실측치와는 유사하나 같은

수종이라도 미세기후 및 공간적 특성(임분 도, 임

령, 토양특성 등)에 따라 토양탄소값의 변동이 커

표준편차가 매우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미래

변화양상은 수도권 평균과 대부분 지점에서 지속적

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 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미래 토양탄소량을 모의한 결

과로 Bonan and Van Cleve(1992)는 캐나다 한대

림에서, Melillo et al.(2002)은 미국 매사추세츠

중위도 산림에서, Neff and Hooper(2002)는 알래

스카 한대림에서, Trumbore et al.(1996)은 평균

기온이 증가하면 모든 기후대의 산림 토양에서 탄

소저장량이 감소한다고 하 다. Peng et al.(2009)
은 TRIPLEX 모델을 이용하여 중국북동부 지역의

산림 성장과 C, N 거동을 모의한 결과 온도와 강수

량이 증가하는기후 시나리오에서 1999년을 기준으

로 2030년대에는 산림의 토양 탄소가 5%, 2090년

대에는 3% 감소한다고 하 다. 온도가 산림 토양

중에 저장되는 탄소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즉 기

후변화에 따른 토양탄소의 변화는 아직 논란의 여

지가 남아 있으나(Davidson and Janssens,

2006), 대체적으로 기온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토양

내 미생물의 호흡으로 인하여 토양탄소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 연구의 모의 결과와도 부합

하 다.

본 연구의 모의 값과 일부 실측치와의 차이가 발

생하는 이유와 이에 따라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점

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DGVM이 미국의 산림 특성

에 따라 개발된 모형으로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 및

산림생태 특성을 잘 반 하고 있지 않은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

한 한국형 산림 생태 모형의 개발과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현장 실측자료 확보를 위해 장기 식생조사

가지속적으로필요할것이다.

아울러, 산림생태계의 순일차생산량이나 토양탄

소저장량을 측정하거나 모델을 통해 예측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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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산

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 현실을 감

안하여 국가 차원의 국토종합계획이나 수도권 정비

계획, 시도 차원의 각종 토지이용계획 및 택지개발

계획의 수립 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식생의 탄소저

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변

화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의 개발을 최소화하고, 개

발을 추진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안과 중점 관리방

안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

로 각종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기후변화에 따른

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할 수 있

는자료를제공하는데본연구에의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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