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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산림 및 토양탄소의 역할은 탄소 저장고로서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동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현장연구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한 산림모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토양탄

소모델인 Yasso의 주요 입력자료인 과거의 연간 낙엽량 자료를 연륜연대학적 자료구축과정을 통해 생산하고, 위 모

델을 이용하여 광릉지역 천연소나무림(Pinus densiflora)의 토양탄소동태를 모의하였다. 연륜연대학적 자료구축과정을

통해 계산된 임분 내 낙엽(침엽, 가지, 줄기, 세근)의 생산량은 1971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또한

2006년 낙엽 생산량(침엽, 가지)의 실측값과 추정값을 비교한 결과 유의적인 오차는 없었다. 모의된 30 cm 깊이까지

의 토양탄소 저장량의 임분 전체평균은 46.30±4.28 t C ha−1로 산림의 임목 내 탄소 저장량의 약 53%를 차지했으며,

실측값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 및 오차가 없었다. IPCC A1B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기후변화추세를 반영한 이

지역의 모의된 토양탄소 추정량은 1971년부터 204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2100년까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시나리오의 결과와 비교하면 2100년에 이르러 최고 7.58%까지 토양탄소량이 감소

될 수 있다. 본 연륜연대학적 자료 구축방법과 Yasso 모델을 이용한 모의과정은 천연소나무림의 토양탄소동태를 추

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더욱 신뢰성 있는 결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연륜연대학적 방법 및 Yasso

모델의 개선과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용 및 타당성평가와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role of forest and soil carbon under global climate change is getting important as a carbon sink and

it is necessary to research on applicable forest models as well as in the field for a study of these dynamics. On this

study, historical annual litter dataset as a major input data for the forest soil carbon model, Yasso was established

using a dendrochronological reconstruction method, and the soil carbon dynamics of a Pinus densiflora forest in

Gwangneung, Korea was simulated using Yasso. The amount of litter (needle, branch, stem and fine root)

production, which was estimated using the dendrochronological method, has increased continuously from 1971 to

2006. Furthermore, there was no significant error between estimated and measured values of litter production (needle

and branch) in 2006. The average of simulated soil carbon stock up to 30 cm depth was 46.30±4.28 t C ha−1, which

accounted for 53% of carbon stock in trees of the forest, and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and error with measured

soil carbon stock. Under the climate change trend in Korea according to IPCC A1B scenario, it was estimated that

the simulated soil carbon stock in the region would increase continuously from 1971 to 2041 and then decreased

until 2100. Compared to the result of the scenario that there is no climate change, the soil carbon stock could be

decreased up to 7.58% at 2100. It was inferred the dendrochronological reconstruction method and simulation of

Yasso model are useful to estimate soil carbon dynamics of the natural P. densiflora forest. Follow-up researches,

such as improvement of the dendrochronological method and Yasso model and their application and validation in

various environment, are needed to produce more reliabl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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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림은 전 지구 기후변화에서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최근 산림의

탄소 순환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특히 산림토양탄소의 중

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Nakane, 1995; Watson et al.,

2000). 교토 의정서에 따르면 국가들은 산림의 다섯 가지

탄소저장고의 변화를 보고해야 하는데, 그 중에 토양탄소

가 포함된다(UNFCCC, 1997). 그러나 현재 토양탄소의 변

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연구가 전 지구차원에서 진행되

고 있지 않으며, 특히 토양탄소의 공간적 변이성이 크고

토양 시료 채취 및 분석에 많은 인원과 비용이 소요된다

는 점에서 커다란 토양탄소 저장량의 작은 변화를 모니터

링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Liski, 1995; Liski et al.,

1998). 이러한 상황에서 토양탄소모델은 토양탄소동태를

예측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Powlson et al.,

1996). 토양탄소모델로는 CENTURY(Kelly et al., 1997)

와 RothC(Coleman and Jenkinson, 1997)가 전 세계적으

로 널리 활용되고 검증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모형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대부분이 구비

되지 않아 활용하기 어려운 제약을 받고 있다. 반면에

Yasso(Liski et al., 2005)는 산림토양탄소모델이며 비교적

간단한 모델 구조와 단순한 입력자료 요건의 장점을 갖고

있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Lee et al.(2009)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료수준에서 국내 산림에 대한 Yasso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Yasso 모델이 상대

적으로 적은 입력자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

확하고 신뢰할만한 장기간의 기후 및 낙엽 입력자료가 매

우 부족하여 이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연륜연대학이란 임목의 연륜 생장을 이용하여 기후 및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반응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다

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이상태 등, 2005). 연

륜 분석은 산림의 과거 생태학적 정보, 특히 장기적인 생

장의 변화를 알아보는 임분동태 연구에 유용한 도구로 사

용되고 있다(Cherubini et al., 1996). 또한 연륜은 수목의

생장을 대표하므로 임분 내 생체량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Bascietto et al., 2004). 따라서 최근에는 산림

생태계 분야에서 임분의 연륜 정보를 활용하여 장기적이

고 지속적인 임분 정보와 각종 모델에 필요한 입력정보들

을 생산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Garcia, 1992).

본 연구에서는 산림토양탄소모델에서 중요한 입력자료인

시계열 과거 낙엽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연륜연대

학적 자료구축과정을 제시하고, 토양탄소모델인 Yasso를

이용하여 광릉지역 천연소나무림(Pinus densiflora)의 토

양탄소동태를 추정함으로써 연륜연대학적 자료구축방법

과 Yasso 모델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연륜연대학적 낙엽 자료구축과정, Yasso

모델을 이용한 토양탄소동태 추정과정, 추정된 결과의 토

양깊이 보정과정의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Figure 1).

실측을 위한 연구대상지는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직동리

에 위치한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시험림 내 12임반(37° 47'

001"N, 127° 10' 037" E, 425 m a.s.l.)으로 하였다. 이 지

역의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평년값 기준)은 각각 11°C,

1,335 mm이다. 연구대상 임분은 8영급 천연소나무림으로,

현재의 지위지수는 14로 추정된다. 임분 내에는 3개의 밀

도별로 2개씩의 20 m ×20 m 방형구가 설치되어 있다. 각

조사구의 임분밀도(본 ha−1)와 흉고직경(cm)은 다음과 같

다; 저밀도(조사구 1: 425, 33.1, 조사구 2: 400, 31.1), 중

밀도(조사구 3: 675, 30.0, 조사구 5: 650, 31.3), 고밀도

(조사구 4: 1200, 21.6, 조사구 6: 875, 22.2).

1. 연륜연대학적 낙엽 자료구축과정

1) 목편 채취 및 연륜연대학적 분석

2006년 9월 각 조사구 내 있는 모든 소나무의 흉고직경

을 측정하고, 각 조사구별로 3~4본씩의 소나무를 선정하

여(Table 1), 1.2 m 높이에서 목편시료를 채취한 다음 연

륜분석기(DTRS-2000, 신일사이언스, 한국)로 연륜 생장

량을 분석하였다(산림청, 2008). 각 임목의 연륜 생장 증가

자료, 현재 흉고직경, 수피두께 추정식(Van Laar and Aka,

2007)을 이용하여 과거 흉고직경을 추정하였다. 한편 표

본목 외 나머지 임목들의 과거 흉고직경은 표본목의 과거

와 현재 흉고직경 사이의 관계식들을 이용하여 추정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6개의 조사구 내 모든 소나무에 대한

흉고직경을 1971년부터 2006년까지 연 단위로 추정하였다.

2) 임목 단위 생체량 추정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소나무에 대한 생체량 추정 회귀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trees in 2006. Standard deviation is in parenthesis.

Variable Plot 1 Plot 2 Plot 3 Plot 4 Plot 5 Plot 6

DBH (cm) 32.08(5.79) 30.27(6.47) 28.75(6.95) 22.53(6.47) 30.77(5.98) 22.60(9.92)

Age (yr) 71.00(9.63) 79.67(8.39) 70.75(9.14) 72.67(11.02) 72.33(7.37) 69.00(5.29)

Radial growth (cm) 0.76(0.35) 0.80(0.34) 0.75(0.25) 0.43(0.03) 0.96(0.16) 0.72(0.21)

Bark thickness (cm) 0.49(0.10) 0.66(0.07) 0.66(0.33) 0.71(0.32) 0.80(0.12) 0.8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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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log Wt=A+Blog D(Wt는 생체량(kg), D는 흉고직경

(cm); 박인협과 김준선, 1989)을 이용하여 1971년부터

2006년까지의 각 조사구 내 전체 임목들의 생체량을 부위

별(침엽, 가지, 줄기)로 추정하였다. 세근 생체량(<2 mm)

은 앞에서 추정된 침엽 생체량의 50%로 추정하였다

(Peltoniemi et al., 2004; Vanninen and Mkel, 1999).

3) 낙엽 생산량 추정

임분 내 임목의 전체 생체량에 부위별 특정 생체량 전

환율을 곱하여 연간 발생하는 낙엽량을 추정하였다(Table

2).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한 침엽과 가지의 낙엽

생산량 자료와 위에서 추정한 생체량을 비교하여 광릉

지역 소나무임분의 침엽과 가지의 생체량 전환율을 계

산하여 과거의 침엽과 가지부위 낙엽량을 추정하였다.

세근의 경우에는 Hwang et al.(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리기다소나무(Pinus rigida) 세근의 평균 전환율을 적용

하였고, 줄기의 경우에는 고사목에 대한 임분의 전 윤벌

기동안 평균 전환율을 추정한 국내 연구가 없기 때문에

Yasso 모델 관련 논문에서 적용한 Pinus sylvestris의 값

(Peltoniemi et al., 2004)을 참조하여 각각의 낙엽량을

추정하였다.

4) 임분 단위 자료로의 확장

과거의 임분 낙엽 생산량은 현재 임분밀도를 가정하여

추정한 과거 임분 내 개체목들의 낙엽 생산량의 합과는

다를 수 있다. 국림산림과학원(2009)에서는 지위지수에 따

른 임분수확표가 임분 평가 및 예측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Coomes et al.(2003)은 천연림에서 수

목의 흉고직경과 임분밀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부지방 소나무의 지위

지수가 14일 때 임분수확표(국립산림과학원, 2009) 상의

흉고직경와 임분밀도로부터 식 (1)을 도출하여 1971년부

터 2006년까지의 연간 임분밀도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현

재 임분밀도를 기준으로 과거 임분밀도와의 비율을 개체

목들의 총 낙엽 생산량에 적용하여 과거 임분 전체 낙엽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임분 낙엽 생산량에 0.5

를 곱하여 낙엽의 탄소량을 모델에 활용하였다. 

N=3102.1×e−0.052DBH (1)

(DBH는 흉고직경, N은 임분밀도)

2. Yasso 모델을 이용한 토양탄소동태 추정과정

Yasso 모델은 토양 내 유기탄소 순환을 기술하며, 토양

유기탄소 저장량과 변화량, 타가 토양호흡량을 알 수 있

다. Yasso 모델에서 다양한 유형의 유입물 분해는 그 유형

Table 2. Biomass turnover rates for estimating litter production
by components.

Component
Average 

turnover rate
(a−1)

References/notes

Branches 0.032 Measured litter/estimated biomass

Needles 0.329 Measured litter/estimated biomass

Fine roots 1.010 Hwang et al. (2007)

Stem 0.004 Peltoniemi et al. (2006)

Figure 1. The flow chart of the soil carbon modeling with Yasso07 using the dendrochronological reconstru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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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학적 조성과 기후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Yasso 모델

의 세부구조는 Figure 1(b)에 기술되어 있다(Liski et al.,

2005; Liski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1971년부터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따른 광릉지역 천연소나무임분의 토양 탄소량 및 변화를

추정하는 모의 과정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위해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첫째, IPCC의 A1B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미래 기후추세를 기본적인 기후자료로 전제한다.

기후자료는 기상청의 기상자료와 한반도 미래전망시나리

오(국립기상연구소 제공)를 바탕으로 보간처리법을 통해

1971년부터 2100년까지의 연 단위 광릉지역 기후자료(연

평균 기온 및 강수량)를 추출하였다(이민아 등, 2007; 차

유미 등, 2007)(Figure 2). 또한 토양탄소에 대한 기후변화

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의기간동안 평년 기후가 지

속됨을 가정한 대조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둘째, 광릉

소나무림은 평형상태임을 전제한다. Yasso 모델을 모의하

기 위해서는 평형상태를 가정했을 때의 기후자료와 낙엽

생산량 자료를 입력하여 초기 토양탄소량을 설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의 평년값(1971

년~2000년)과 1971년부터 2006년까지 추정한 낙엽 생산

량의 평균값을 평형상태에서의 입력자료로 적용하였다.

셋째, 미래 연간 낙엽 생산량은 최근 10년간(1997년~2006

년) 연평균 낙엽 생산량과 동일함을 전제로 한다. 광릉 소

나무림은 8영급의 성숙림이며 평형상태에 있음을 가정하

므로, 미래에 환경적인 교란(예. 산불, 간벌 등)이 없다면

낙엽 생산량은 현재 수준과 유사할 것이다. 

3. 토양탄소 추정량의 토양깊이 보정과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갈색산림토양군의 토

양탄소량은 깊이 50 cm 이내에서 약 80%(정진현 등,

1998)가 분포하므로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 30~50 cm 깊

이까지의 토양이 분석되어 왔다. 한편 연구대상지에서의

토양탄소량은 30 cm 깊이까지 측정되었다. 연구결과 분

석의 통일성과 국내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Yasso 모델의

토양깊이 결과를 30 cm로 보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외

논문들 중 소나무류(Law et al., 2001; Liski and Westman,

1995; Peltoniemi et al., 2004), 적갈색산림토양(Morisada

et al., 2004), 온대 상록수림(Jobbagy and Jackson, 2000)

에서의 1 m까지 깊이별 누적 토양탄소비율을 분석하여

자연로그형 회귀식 (2)를 도출하였다. 식에 따르면 30 cm

깊이의 토양탄소량은 1 m 깊이의 토양탄소량의 약 60%

정도이다. Yasso 모델의 토양탄소 모의결과에 이 비율을

곱하여 30 cm 깊이까지의 토양탄소량을 추정하였다(Figure

1(c)).

y=0.3371×ln(x)−0.5507, r2=0.94 (2)

(x는 토양깊이, y는 누적 토양탄소비율)

결 과

1. 연륜생장분석을 통한 흉고직경 추정

6개 조사구에서 표본목들의 연륜 생장량(Figure 3)을 5

년 단위로 묶어 분석한 결과, 1971년부터 2006년까지 중

밀도조사구(조사구 3, 5)의 평균 연륜 생장량이 가장 컸으

며 저밀도 및 고밀도조사구의 생장량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륜 생장량을 토대로 추정한 과거의 평

균 흉고직경은 지난 36년 동안 연간 약 1.3~2.0 mm씩 증

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의 연간 직경 생장률은 1.16 mm였

다. 광릉 소나무림은 8영급의 성숙림이기에 둔화된 직경

생장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Thorpe et al., 2007).

2. 생체량 및 낙엽 생산량 추정 결과 

임분 내 표본목들의 평균 현존량(kg/본)은 248.3이며, 각

부위별로는 침엽이 17.4, 가지가 56.9, 줄기가 165.4, 세근

Figure 2. Average annual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estimates according to the trend of IPCC A1B scenari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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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7 등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1971년부터 2006년까지

조사구 내 전체 임목에 대한 각 부위별 연간 생체량을 추

정하였다. 이 값을 토대로 추정된 광릉 임분 내 각 부위별

낙엽 생산량은 197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점

차 그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다(Figure 4). 2006년 각 조사구

내로 유입된 침엽과 가지 낙엽의 추정값과 실측값을 비교

한 결과, 추정값의 상대적인 RMSE(95% 신뢰수준)가 침엽

은 14.01%, 가지는 18.73%로 둘 다 유의한 오차가 없었다.

세근과 줄기의 낙엽 생산량은 각각 2.83, 0.21 t C ha−1

로 추정되었다. 부위별 낙엽 생산량 중 세근의 비율이 가

장 컸으며 이는 침엽의 약 1.5배에 달하였다. 세근과 침엽

생체량의 비를 1:2로 추정한 결과와 비교하면 임분 내에

서 세근이 낙엽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침엽보다 매우 빠른

것으로 보인다. 줄기의 경우 임분의 윤벌기 동안 평균적

인 유입량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국외 문헌자료인

Peltoniemi et al.(2006)을 이용하였으나, 줄기가 전체 낙엽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4%) 변동성이 크지 않

기 때문에 임분 내 토양탄소동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토양탄소 저장량 추정

현재 연구대상 임분 전체의 토양탄소량 실측값의 평균

(±SD)은 45.40±3.87 t C ha−1으로 조사구 간 임분밀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모의한 토양탄소량의

임분 전체 평균은 46.30±4.28 t C ha-1로 측정한 토양탄소

저장량과 유사하였고(Figure 5), Yasso 모델에 대한 상대

적인 RMSE(95% 신뢰수준)는 16.41%로 모의값과 실측

값 사이의 유의한 오차가 없었다. 또한 모의한 토양탄소

량은 중밀도조사구의 값이 다른 밀도조사구의 값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6). 국내 소나무림 토양탄소

저장량을 문헌(Jeon et al., 2007; Kim and Cho, 2004;

박관수, 1999; Park et al., 2009)을 근거로 하여 30 cm

깊이로 보정한 결과 평균 46.28(±30.72) t C ha−1로 광릉

지역의 토양탄소량과 유사하였지만, 같은 수종이라도 미

세기후 및 공간적 특성(임분밀도, 임령, 토양특성 등)에

따라 토양탄소값의 변동이 커 표준편차가 매우 높게 나

타났다.

Figure 3. Annual ring increment of sample trees in the study site from 1971 to 2006.

Figure 4. Annual litter production by compartments from

1971 to 2006.

Figure 5. Comparison of simulated and measured soil

carbon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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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양탄소량 동태

광릉지역의 토양탄소 저장량은 1971년부터 2006년 현

재까지 최대 약 4.68%까지 증가하였다. 2100년까지

IPCC의 A1B 시나리오에 따라 기후가 변화하고, 최근 10

년간의 평균 낙엽 유입량이 계속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토양탄소량은 현재 이후 2041년에 최대 평균 3.09% 증

가하고 이후 2100년에 44.70 t C ha−1로 최대값 대비 약

6.35%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는 온도와 낙엽 생산량 변화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사료된다. 즉 가까운 미래에는 평형상태보다 더 많은

낙엽이 생산되어 토양탄소량이 증가되며, 그 후에는 기

온 상승폭이 더욱 증가하여 토양 내 유기물의 분해속도

가 빨라져 낙엽 생산량에 의한 증가량 이상의 토양탄소

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기후변화를 고려하

지 않는 시나리오의 결과와 비교하여 2100년까지 토양

탄소 저장량이 최대 3.37 t C ha−1(7.58%)가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Figure 7). 

고찰 및 결론

1. 연륜연대학적 접근

Metsaranta and Lieffers(2009)는 연륜연대학을 임분 발

달을 모의하기 위한 연간 자료를 얻는데 이용할 수 있음

을 보인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토양탄소모델에 필수적

으로 요구되는 연간 낙엽 생산량을 연륜을 이용하여 구축

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산림조사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

서 필요한 입력자료를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모델에서 연륜연대학적 방법을 폭넓

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연륜 자료

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 건조 등의 환경인자에 따

른 위연륜 등의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연간 생장량을 측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연륜 분석을 통해 임목의 과거 생장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임분자체의 밀도와 같은 정보는

얻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수확표 상 지위지수에 맞는

흉고직경-임분밀도 관계식을 통해 과거의 임분밀도를 추

정하여 임목의 자료를 보정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수

종별 임분의 지위지수를 사전에 알아야 하며 수확표 상

흉고직경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관계식을 이용할 수 없

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사목을 포함한 연륜

분석을 통해 임분 내 고사율을 추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Bigler and Bugmann, 2004; Metsaranta et al.,

2008). 나아가 현재 연륜연대학적 방법은 과거 자료를 구

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연륜을 이용한 생장모델

을 만들어 토양탄소모델과 결합한다면 미래 토양탄소동

태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낙엽 생산량의 신뢰도는 잠

재적인 오차 분석을 통해 간접 평가될 수 있다. 본 방법상

의 가능한 오차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측정 상의 오

류; 비대칭형 성장으로 인한 목편 상 연륜의 불확실성, 건

조 후 목편의 직경 수축으로 인한 생장속도 과소평가 등.

2) 상대생장식의 부적합한 선택에 의한 오류; 흉고직경-임

분밀도 관계식, 세근 생체량 추정식, 낙엽 전환율의 선정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경험식을 적용함에 따른 불확실

성 등. 따라서 이와 같은 주요 오차의 원인을 개선해 나감

으로써 향후 연륜연대학적 방법을 활용한 낙엽 생산량 추

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연륜을 이용한 방

법과 현장에서의 장기적인 측정방법을 병행함으로써 보

다 정확하고 지속적인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Metsaranta and Lieffers, 2009). 

2. Yasso 모델의 토양탄소 저장량 추정

본 연구에서 연륜연대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시계열적

낙엽 생산량 자료를 구축하여 적용한 결과, Yasso 모델이

Figure 6. Changes of soil carbon stocks in 6 plots from 1971

to 2100.

Figure 7. Comparison of soil carbon stocks with and without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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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지역 천연소나무림의 토양탄소 저장량을 실측값과 유

사하게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행연구인 Lee

et al.(2009) 연구에서는 입력자료의 부족으로 낙엽 생산량

을 상당부분 생략하였을 뿐 아니라 모델에서 중요한 매개

변수들이 현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토양탄소 저장량

의 실측값과 모의값 사이의 차이가 컸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연륜연대학적 방법과 Yasso 모델이 모델에

필요한 입력자료를 구축하고 토양탄소동태를 추정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Yasso 모델에서 나타난 임분밀도에 따른 조사구별 토양

탄소량의 차이가 실제 임분의 측정값에서는 나타나지 않

았다. 모의과정에서 생체량과 임분밀도를 토대로 낙엽 생

산량이 추정되고, 낙엽 생산량은 토양탄소량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r=0.99, p<0.001)에 있기 때문에 모의된 토양탄

소량은 임분밀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광릉

임분에서는 임분밀도 차이 외에도 미세기후, 토양특성, 지

형 등의 환경인자가 임분의 생장 및 낙엽 생산량에 영향

을 주기 때문에(Starr et al., 2005; Kim, 2004) 한정된 영

향인자만을 포함하는 모의과정과는 차이가 있었다.

광릉지역 소나무림 내 탄소(t C ha−1)는 총 139로 추정

되었는데 소나무 임목에 84.46, 낙엽에 5.47, 토양에 46.30

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양 내 탄소 저장

량은 임목 내 저장량의 약 53%로 추정되었다. 산림 내 총

탄소 저장에 대한 토양의 기여도는 한 임분 내에서도 시

간에 따라 다양하며(Liski et al., 2002), 산림 관리에 따라

서도 달라질 수 있다(Karjalainen, 1996). 모델을 통한 분

석 결과, 토양탄소 저장량의 화학적 특성에 따른 토양탄

소비율 중 리그닌과 같이 분해되기 힘든 불용성 물질들과

장기간 안정적으로 토양에 축적되며 온도 변화에 민감하

지 않은 부식의 비율이 전체 87.3%를 차지하였다. 이는 온

도와 같은 환경조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토

양 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광릉지역 토양의 경우 이러

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낙엽의 분해

속도가 증가하여 토양탄소는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Figure 7). 그러나 적절한 산림 관리를 통해 생체량 및 낙

엽량을 증가시켜 임분 내 토양탄소 저장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토양탄소동

태와 산림 관리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산림 모델의

활용이 요구된다.

3.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

산림토양탄소동태에 관한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뿐 아

니라 국내 산림토양탄소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낙엽

의 생산량 및 분해속도, 토양탄소 측정, 낙엽의 화학적 성

분 분석, 고사목 동태 및 기본적인 산림조사 등 장기간의

현장 측정과 실험을 통한 양질의 자료 축적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시키기까지는 시간적 지연

과 기술적 격차가 크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륜연대학

적 방법을 이용한 토양탄소동태 모의는 국내 토양탄소모

델 개발 및 적용과정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의 하나로써 1)

연륜연대학적 기법을 이용한 낙엽 생산량 추정 모델 개발,

2) 모델 주요 파라미터들의 국내화, 3) Yasso 모델의 시간

적, 공간적 범위 및 수종 구성의 확대, 4) 다양한 토양탄소

모델들의 적용 및 비교를 통한 타당성평가와 같은 후속

연구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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