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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탄소저장시간(Carbon residence time, τ)은 탄소가 광합성을 통해 지

면으로 들어가 식물 및 토양의 호흡을 통해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으로서 지면의 탄소 흡수 및 방출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 대한 지면 탄소 순환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규모에 대한 탄소저장시간의 장기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지면 모형 간 탄소 플럭스 비교 프로젝트인 

TRENDY-v6의 11개 육상 생태계 모델로부터 산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1960년부터 2016년까지 전 지구 육상 생태계의 탄소저장시간 장기 변

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모델이 모의하는 총일차생산량(Gross 

Primary Production, GPP), 자가호흡량(Autotrophic respiration, Ra), 

타가호흡량(Heterotrophic respiration, Rh), 순생물상생산량(Net Biome 

Production, NBP)과 같은 생태계의 탄소 흡수 및 방출량을 나타내는 변

수들(Carbon flux)과, 식생 탄소(Carbon in Vegetation, cVeg) 및 토양 

탄소(Carbon in Soil, cSoil), 낙엽낙지 탄소(Carbon in Litter, cLitter)과 

같은 탄소 저장고(Carbon pool) 변수들, 총일차생산량과 호흡 및 순생

물상생산량의 차이인 생태계교란(Disturbance)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TRENDY 지면 생태계 모델의 지면 탄소 순환 모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관측을 기반으로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 전구의 

탄소 플럭스를 모의한 CARDAMOM(CARbon Data MOdel fraMework) 

자료를 관측 자료로 활용하였다. TRENDY에서 제공하는 모델 결과 중 

관측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모델을 선정하기위해 관측과 모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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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하는 탄소저장시간의 기후값과 장기변화를 이용한 Emergent 

constraints 분석을 이용하여 7개 지면 생태계 모델의 결과만을 탄소저

장시간의 장기 변화 분석에 활용하였다. 1960년부터 2016년까지에 대

한 탄소저장시간의 기후값(Climatology)은, 저위도(21.9−16.1
+23.3년, 0-30°

N) 및 중위도 지역( 26.6−10.1
+11.5 년, 30-60°N)에 비해 고위도 지역

(104.8−66.6
+66.7년, 60-90°N)에서 길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대하여 전구 

평균 된 탄소저장시간의 장기 변화(Trend)를 살펴본 결과 10년에 약 

1.48년만큼 줄어드는 것(-0.148 yr yr-1)으로 나타났다. 위도 별로 평

균 된 탄소저장시간의 장기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저위도(0-30°N) 및 

중위도 지역(30-60°N)에서 10년에 약 0.11년(-0.011 yr yr-1), 0.88

년(-0.088 yr yr-1), 그리고 고위도 지역에서 약 3.48년만큼 줄어드는 

것(-0.348 yr yr-1, 60-90°N)으로 나타났다. 

 모델이 모의하는 탄소저장시간의 변화가 고위도에서 두드러진 이유를 

살펴본 결과, 고위도 지역의 탄소 플럭스와 탄소 저장고의 변화가 종합

적으로 탄소저장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모델에서 탄

소저장시간과 관련한 모든 변수들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자가호흡

량은 0.782 g C m-2 yr-1, 타가호흡량은 0.557 g C m-2 yr-1, 생태계교

란은 0.11 g C m-2 yr-1, 식생 탄소는 3.553 g C m-2 yr-1, 토양 탄소는 

2.922 g C m-2 yr-1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난 57년의 기후 

변화가 식생 및 토양의 탄소 흡수 활동을 모두 활발하게 만들었지만, 대

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탄소 플럭스의 변화가 더 민감하게 나타났기 때문

에 탄소저장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여러가지 다른 지면 모델을 이용하여 고위도 지역의 탄소저

장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을 밝혔다. 현재 고위도 지역은 막대한 양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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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토양에 묻혀 있기에(Belshe et al. 2013; He et al. 2016), 기후 변

화에 따라 탄소저장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은 지면에서 대기 중으로 탄소

가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 지구 

지면 탄소 순환을 이해하는데 있어 고위도 육상 생태계의 역할을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탄소 순환, 탄소저장시간, 탄소 플럭스, 탄소 저장고,  

TRENDY, 지면생태계모델, 고위도 

학번 : 2017-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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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육상 생태계와 대기 간의 탄소 교환은 전 지구 탄소 순환에 가장 중요

한 요소 중 하나이다(Schimel et al. 2001). 실제로 육상 생태계는 인간

이 배출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약 25-30%를 평균적으로 흡수하며, 

근래 들어 흡수량이 증가하고 있다(Le Quéré et al. 2009; Reichstein et 

al. 2013). 과거 연구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CO2 시비효과) 

및 기후 변화로 인해 육상 생태계의 식생 활동이 증가하여 대기로부터 

지면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Ciais 

et al. 1995; Keeling et al. 1996). 그러나 빈번해지는 극한 기후 현상

(Ciais et al. 2005; Zeng et al. 2009) 및 삼림 벌채, 농경지와 방목지 확

보를 위한 화전과 같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는(Bala et al. 

2007; Bloom et al. 2015) 지면에서 대기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육상 

생태계의 전체 탄소 흡수량을 감소시키거나 지면 탄소 저장고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기후 변화에 대한 육상 생태계 

탄소 순환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Reichstein et al. 

2013). 

육상 생태계는 식물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거나 방출함

으로써 대기와 지면 사이에서 일어나는 탄소 교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다(Keenan et al. 2018). 그러나 육상 생태계의 탄소 저장 능력은 흡수

와 배출을 통한 탄소량의 변화만으로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Jeong et al. 2018). 예를 들어, 기후 변화로 인해 북반구에서 지면과 

대기 사이에서 교환되는 탄소의 양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이 식물 

생산성 증가에 따라 흡수하는 탄소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인지(Forkel et 



 

2 

al. 2016) 토양에서의 유기물 분해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지면에서 배출

되는 탄소의 양이 늘어남(Piao et al. 2008)에 따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탄소저장시간의 변화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탄소저장시간은 탄소가 광합성을 통해 지면으로 흡수

되어 호흡으로 인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까지의 시간으로서(Luo et al. 

2001), 기후와 탄소 플럭스(Carbon flux), 식생 및 토양 탄소 저장고

(Carbon pool)간의 상호작용을 진단할 수 있는 생태계 특성 중 하나이

다(Carvalhais et al. 2014; A. Bloom et al. 2016). 탄소저장시간의 변화

는 지면의 탄소 흡수 및 방출량 변화의 결과로서, 최종적으로 탄소 저장

고에 저장되고 대기로 방출되는 탄소량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탄소

저장시간에 대한 연구는 탄소 흡수원의 잠재성을 평가하고 지면 탄소 순

환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육상 생태계 탄소저장시간의 공간 분포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관측 및 모델 기반의 탄소 플럭스와 탄소 저

장고 자료들을 이용하여 육상 생태계의 평균 탄소저장시간을 추정한 연

구는 전구 평균 탄소저장시간이 약 23년임을 밝혔다(Carvalhais et al. 

2014). 그리고 7개의 전구 식생 모델(Global vegetation models, GVMs)

을 이용하여 동일한 조건 및 기후 시나리오에서 식생 탄소저장시간

(Vegetation carbon residence time)을 모의한 결과, 각 모델에서 모의

된 식생의 탄소저장시간이 크게 달랐다(Friend et al. 2014). 이는 정확

하지 않게 모의된 탄소저장시간이 미래 기후 및 탄소 순환 변화 예측의 

불확실성에 크게 기여함을 뜻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 의해 탄소저장시

간의 평균치 및 미래 예측 결과가 제시되었으나 여전히 기후 변화에 따

른 탄소저장시간의 장기 변동은 알려진 바 없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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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기 위하여 Jeong et al.(2018)은 알래스카 배로우(71.29 N, 156.79 

W)에서 42년 간(1974-2015) 관측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자료

를 이용하여 극지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탄소저장시간의 장기 변동이 유

의한 수준임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구에서 나타나는 탄소저장

시간의 장기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전히 

탄소 플럭스 관측은 좁은 지역에 국한되어 전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활용되기 어렵다(Tramontana et al. 2016; Bodesheim et al. 2018). 이

러한 관측 자료의 공간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과정 기반 모델 간 탄

소 플럭스 비교 프로젝트인 TRENDY의 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탄소저장

시간의 장기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TRENDY 내 지면 생태계 모델들의 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 세계 육상 생태계 탄소저장시간의 장기간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

로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1) CARDAMOM과 유사하게 

모의하는 TRENDY의 지면 생태계 모델들을 선별하기 위해 Emergent 

constraints 분석을 수행하였고, 2) 선별된 지면 생태계 모델들과 

CARDAMOM 간의 평균 탄소저장시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3) 

TRENDY 지면 생태계 모델들을 이용하여 탄소저장시간의 장기간

(1960-2016년)에 걸친 기후값 및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

로 4) 고위도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탄소저장시간의 장기 변화를 

탄소 플럭스 및 탄소 저장고 변수들의 장기 변화로써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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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분석 자료와 연구 방법 

 

제 1절. TRENDY-v6 

 

식생은 기후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로써 지표 알베도 및 수분 가용도

를 변화 시키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써 육상 생태계 내 에

너지, 물 그리고 탄소 순환에 영향을 미친다(Bonan et al. 2003).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탄소 순환 과정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기후와 식생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Cramer et al. 2001). 이에 식물의 생장 

과정과 수명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식생 종의 변화를 함께 모의하는 동적

식생모델(Dynamic Global Vegetation Model, DGVM)들이 개발되었으며

(Sitch et al. 2008; Piao et al. 2013), 이들 간의 모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TRENDY 프로젝트가 탄생하였다. 본 연구는 TRENDY-v6에 참

여한 11개 지면 모델들의 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육상 생태계 탄소 순환 

과정을 살펴보았다[표 1].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TRENDY-v6 S3 시

뮬레이션 자료로 1)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2) CRU-NCEP v8의 기

후 관측값(Harris et al. 2014), 3) HYDE(History Database of the 

Global Environment) 토지 피복 자료(Klein et al. 2017), 그리고 4) 

LUH2 v2(Land-Use Harmonization) 토지이용변화 데이터(Hurtt et al. 

2011)와 같은 경계 자료(Boundary data)를 강제력으로 이용하여 모의 

되었다. 이를 통해 산출된 탄소 플럭스 자료(GPP, NBP, Ra, Rh)와 탄소 

저장고 자료(cVeg, cSoil, cLitter)를 연구에 이용하였다[표 2]. 모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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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토양 탄소와 낙엽낙지 탄소 자료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제공한다. 

CABLE, CLASS-CTEM, CLM4.5, LPJ-wsl, LPX-Bern, ORCHIDEE-

MICT, VEGAS, VISIT 모델에서 산출하는 낙엽낙지 탄소는 지상

(above-ground)에 해당되는 것이며, 토양 탄소는 지하(below-ground) 

낙엽낙지 탄소를 포함한 토양 유기 탄소이다. 반면 ISAM, JULES, OCN 

모델은 낙엽낙지 탄소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토양 탄소 자료에 토양 

유기 탄소와 낙엽낙지 탄소가 포함되어있다. 모든 모델 자료들은 선형 

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0.5°x 0.5°로 공간 해상도

를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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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RENDY-v6 내 동적식생모델(DGVM) 

모델 공간 해상도 기간 참고 문헌 

CABLE 0.5°x 0.5° 1860.01 – 2016.12 Haverd et al. 2018 

CLASS-CTEM 2.77°x 2.81° 1861.01 – 2016.12 Melton et al. 2016 

CLM4.5 0.94°x 1.25° 1860.01 – 2016.12 Oleson et al. 2013 

ISAM 0.5°x 0.5° 1860.01 – 2016.12 Jain et al. 2013 

JULES 
1.25°x 

1.875° 
1860.01 – 2016.12 

Best et al. 2011 

Clark et al. 2011 

LPJ-wsl 0.5°x 0.5° 1901.01 – 2016.12 Poulter et al. 2015 

LPX-Bern 1°x 1° 1860.01 – 2016.12 Keller et al. 2017 

OCN 1°x 1° 1860.01 – 2016.12 
Zaehle et al. 2010a 

Zaehle et al. 2010b 

ORCHIDEE-MICT 1°x 1° 1860.01 – 2016.12 Guimberteau et al. 2018 

VEGAS 0.5°x 0.5° 1860.01 – 2016.12 Zeng et al. 2005 

VISIT 0.5°x 0.5° 1860.01 – 2016.12 Kato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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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TRENDY-v6 탄소 플럭스 및 탄소 저장고 자료 

 데이터 단위 

탄소 

플럭스 

총일차생산량 (Gross Primary Production, GPP) 

순 생물상생산량 (Net Biome Production, NBP) 

자가호흡량 (Autotrophic respiration, Ra) 

타가호흡량 (Heterotrophic respiration, Rh) 

생태계교란(= GPP- Ra – Rh - NBP) 

kg C m
-2

 s
-1

 

탄소 

저장고 

식생 탄소 (Carbon in Vegetation, cVeg) 

kg C m
-2

 
토양 탄소 (Carbon in Soil, cSoil) 

낙엽낙지 탄소 (Carbon in Litter, cL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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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CARDAMOM 

 

TRENDY 지면 생태계 모델의 탄소 순환 모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CARDAMOM (CARbon Data Model fraMework) (Bloom et al. 2015; 

Bloom et al. 2016)의 “Global carbon Model-Data Fusion(MDF) 

analysis” 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 지구 탄소저장시간을 분석하였다. 

CARDAMOM은 DALEC2(Data assimilation linked ecosystem carbon 

model, version2) 탄소 모델과 위성 관측, 기후 강제력 자료(Climate 

forcing data)를 기반으로 Markov Chain Monte Carlo MDF(Model-

data fusion)”기법을 통해 탄소 플럭스 및 탄소 저장고를 모의한다. 산

출된 데이터는 10년(2001-2010년) 평균값으로 제공되며 1°x 1°의 

공간 해상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호흡량(Autotrophic 

respiration, Ra), 타가호흡량(Heterotrophic respiration, Rh), 생태계교

란(Fire emission)과 같은 탄소 플럭스와 불안정 유기물(Carbon in 

Labile, cLabile), 나뭇잎(Carbon in Foliar, cFoliar), 잔뿌리(Carbon in 

Fine root, cRoot), 목질계 바이오매스(Carbon in Woody, cWoody), 토

양 유기물(Carbon in Soil organic matter, cSOM), 낙엽낙지(Carbon in 

Litter, cLitter) 탄소 저장고 자료를 이용하였다[표 3]. CARDAMOM 

모델의 산출 자료 또한 선형 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0.5°x 0.5°로 공간 해상도를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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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ARDAMOM 탄소 플럭스 및 탄소 저장고 자료 

 데이터 단위 

탄소 

플럭스 

자가호흡량 (Autotrophic respiration, Ra) 

타가호흡량 (Heterotrophic respiration, Rh) 

생태계교란 (Fires emission) 

gC m
-2

 day
-1

 

탄소 

저장고 

식생  

탄소 

불안정 유기 탄소 (Carbon in Labile, cLabile) 

tC/ha 

나뭇잎 탄소 (Carbon in Foliar, cFoliar) 

잔뿌리 탄소 (Carbon in Fine root, cRoot) 

목질계 바이오매스(Carbon in Woody biomass, cWoody) 

토양  

탄소 

토양 유기물 탄소 (Carbon in Soil organic matter, cSOM) 

낙엽낙지 탄소 (Carbon in Litter, cL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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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탄소저장시간(Carbon residence time) 

 

비정상 상태(Steady state)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면의 탄소량이 

변화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탄소 저장고의 크기와 호

흡과 Disturbance의 합의 비율로 탄소저장시간을 계산하였다(Jeong et 

al. 2018) (식 1). TRENDY 육상 생태계 모델의 경우 모델 별로 제공하

는 Disturbance의 종류가 일정하지 않아 GPP에서 Ra, Rh, NBP의 합을 

뺀 나머지로 정의하였다(Kirschbaum et al. 2001)[표 2]. 

CARDARMOM 모델의 식생 탄소는 불안정 유기 탄소와 나뭇잎 탄소, 

잔뿌리 탄소, 목질계 바이오매스 탄소의 합으로 계산하였고, 토양 탄소

는 토양 유기물 탄소와 낙엽낙지 탄소의 합으로 정의하였다(Bloom et al. 

2015)[표 3]. 그리고 탄소저장시간 값이 무한대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분모에 들어가는 플럭스들의 합의 절대값이 10-10 미만인 값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탄소저장시간이 0년 이하, 1000년 이상인 값들도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모델의 결과에서 1000년 이상의 값을 가지는 

지역이 드물기에 이상치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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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1) 

  

cVeg(식생 탄소) : 식생에 저장된 탄소량 

cSoil(토양 탄소) : 토양에 저장된 탄소량 

Ra(자가호흡량) : 식물의 호흡으로 인한 탄소 배출 

Rh(타가호흡량) : 식물을 제외한 토양 유기물 및 미생물에 의한 

탄소 배출 

Disturbance(생태계교란) : 산불과 인간의 토지이용변화로 인한 

탄소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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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Least-squares linear regression 

 

선형 회귀(linear regression) - 최소 제곱법(method of least squares) 

11개의 TRENDY 지면 생태계 모델들 각각의 10년치 탄소저장시간 

평균값 xn와 탄소저장시간 추세의 평균값 yn을 구하였다. 이들간의 선형 

회귀 fn은 절편 b와 기울기 a로 표현된다(fn = axn + b). 기울기 a와 절

편 b는 최소제곱법(least square method)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식(2) 

𝐚 =  
∑ (𝒙𝒏 − 𝒙)(𝒚𝒏 − 𝒚)

𝑵

𝒏=𝟏

∑ (𝒙𝒏 − 𝒙)𝟐𝑵

𝒏=𝟏

 

𝐛 = 𝐲 − (𝐱 ∗ 𝐚) 

 

𝐱와 𝐲는 각각 xn과 yn의 평균값이며, N는 데이터의 개수이다. 

 

 

예측 오차(Prediction error) 

식(3) 

𝛔𝐟(𝐱) = 𝐬√𝟏 +
𝟏

𝐍
+

(𝐱 − 𝐱)𝟐

𝐍𝛔𝐱
𝟐

 

 

식(4) 

𝐬𝟐 =
𝟏

𝐍 − 𝟐
∑{𝒚𝒏 − 𝒇𝒏}𝟐

𝑵

𝒏=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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𝝈𝒙
𝟐 = ∑ {𝒙𝒏 − 𝒙}𝟐/𝑵

𝑵

𝒏=𝟏
 

 

x 함수에 대한 예측 오차(σf(x))는 식(3)으로 계산된다. s2와 𝛔𝐱
𝟐는 각

각 잔차제곱평균과 xn의 분산을 의미하며 식(3)을 구하는데 이용한다 

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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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결과 

 

제 1절. Emergent Constraints 

 

미래 기후 예측에 대하여 기후 모델들은 서로 다른 예측 값을 보이며 

이들 간의 범위는 매우 클 수 있다. 이러한 모델 예측 간 범위를 제한하

거나 좁히기 위해 Emergent constraints(EC)를 이용한다. EC는 여러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기후 특성 x와 장기 기후 

예측 y 간의 경험적 관계를 의미한다(Klein et al. 2015; Cox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11개 TREDNY 지면 생태계 모델들의 10년치

(2001-2010년) 탄소저장시간 평균값 및 장기 추세의 평균값을 각각 x

와 y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대한 CARDAMOM의 탄소저장시간 

평균값을 관측 제약(Observational constraint)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1]. EC 분석에 사용된 탄소저장시간의 평균 값과 장기 추세는 그린란드

를 제외한 북위 50°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전구 탄소

저장시간의 표준편차(약 79.8)가 평균값(약 72.7년)보다 커서 관측 제

약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부적절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1의 파란 실선은 

선형 회귀선(best-fit linear regression)을 나타내고(식 2), 빨간 점선

은 선형 회귀선에서 해당 선의 예측 오차(prediction error)를 더하고 

뺀 것이다(식 3). 검정색 수직선은 CARDAMOM의 탄소저장시간 평균

값(약 67.6년)이며, 회색으로 칠해진 범위의 양 끝 값은 검은 수직선에

서 CARDAMOM 평균 탄소저장시간의 표준편차(약 63.1)를 더하고 뺀 

값이다. 분석 결과 빨간 점선 사이와 회색 범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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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CABLE, CLASS-CTEM, CLM4.5, LPJ-wsl, LPX-Bern, OCN, 

VISIT로 나타났으며 해당 모델들을 이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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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RENDY 지면 생태계 모델의 탄소저장시간 평균값과 평균  

장기 추세 간의 Emergent constraints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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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CARDAMOM과 TRENDY ENSEMBLE의 2000

년대 초반 탄소저장시간 비교 분석 

 

본 절에서는 통계 기반(Data-based) 모델인 CARDAMOM과 과정 

기반(Process-based) 모델인 TRENDY 지면 생태계 모델의 모의 자

료를 이용하여 2000년대 초반(2001-2010년)의 탄소저장시간을 분석

하였다. 앞서 수행한 EC 분석 결과에 따라 총 7개의 지면 모델들을

(CABLE, CLASS-CTEM, CLM4.5, LPJ-wsl, LPX-Bern, OCN, VISIT) 

사용하였다[그림 1]. 그리고 모델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상치를 줄이

기 위해 각 모델 별 결과를 평균하여(TRENDY ENSEMBLE) 분석에 

적용하였다. EC 분석 전 TRENDY ENSEMBLE(11개 모델)의 탄소저장

시간 전구 평균값은 약 42.8년이며 EC 분석 후(7개 모델)에는 약 37.5

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ARDAMOM 평균 탄소저장시간의 공간 

분포와 TRENDY ENSEMBLE 결과가 보여주는 탄소저장시간의 공간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EC 전(0.507)보다 후(0.559)의 

결과가 더 높았다. 

그림 2 (a)와 (b)는 각각 CARDAMOM과 TRENDY ENSEMBLE의 

10년 평균 탄소저장시간의 공간 분포 및 위도 별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

다. CARDAMOM은 위도 별로 약 51.9년(30-60°S), 17.8년(0-30°

S), 19.5년(0-30°N), 39.7년(30-60°N), 120.2년(60-90°N)의 평

균 탄소저장시간을 보였으며, TRENDY ENSEMBLE은 약 17.7년(30-

60°S), 11.3년(0-30°S), 17.5년(0-30°N), 25.3년(30-60°N), 

149.3년(60-90°N)의 값을 나타냈다. 두 모델 모두 저위도에서 고위

도로 올라갈수록 긴 탄소저장시간을 보였다. 그림 2 (c)는 두 모델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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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저장시간 값을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탄소저장시간의 값이 x축의 특정 구간 내에 

포함될 확률을 보여주는데, 두 모델 모두 0에서 약 100년 사이의 값을 

주로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c)의 파란색 실선과 빨간색 실선

은 CARDAMOM과 TRENDY ENSEMBLE 탄소저장시간의 전구 평균값

을 의미하며, 점선은 중앙값(median)을 나타낸다. CARDAMOM은 약 

44.7년과 30.2년의 전구 평균값과 중앙값을 가지며, TRENDY 

ENSEMBLE은 약 37.5년과 18.8년의 값을 보였다. 비록 두 모델 간 탄

소 순환 과정의 모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TRENDY 

ENSEMBLE 모델이 CARDAMOM 모델의 탄소저장시간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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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ARDAMOM과 TRENDY ENSEMBLE의 10년치 전 지구 평균 

탄소저장시간을 나타낸 그림. (a)와 (b)는 각 모델을 이용한 평균 탄소

저장시간의 공간 분포 및 위도 별 평균값을 보여주며, (c)는 (a)와 (b)

를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로 나타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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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전구 탄소저장시간의 장기 추세 분석 

 

 본 절에서는 7개의 지면 모델들의 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구 탄소저

장시간의 장기간(1960-2016년) 추세를 분석하였다[그림 3]. 그림 3 

(a)는 TRENDY ENSEMBLE의 탄소저장시간 장기 추세를 공간 분포 

및 확률밀도함수로 나타낸 것으로 유의 확률(P_value)이 0.001 이하인 

지역만 표시하였다. 확률밀도함수 그림의 실선은 탄소저장시간의 전체 

평균값이며 점선은 중앙값을 의미한다. 탄소저장시간의 장기 추세는 전

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전구 평균값은 -0.148 yr yr-1으

로 57년동안 연간 약 8.4년의 감소가 있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저위

도(평균값 : -0.011 yr yr-1, 중앙값 : -0.021 yr yr-1)와 중위도 지역

(평균값 : -0.088 yr yr-1, 중앙값 : -0.063 yr yr-1)에 비해 고위도 지

역(평균값 : -0.348 yr yr-1, 중앙값 : -0.167 yr yr-1)에서 특히 뚜렷

한 것을 보였다. 그림 3의 (b)-(h)는 각각의 지면 모델을 이용한 탄소

저장시간의 장기 추세를 나타낸다. TRENDY ENSEMBLE의 결과와 마

찬가지로 다른 지면 모델들 또한 전반적으로 탄소저장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중 CLM4.5(평균값 : -0.147 yr yr-1, 중앙값 : -

0.044 yr yr-1), OCN(평균값 : -0.125 yr yr-1, 중앙값 : -0.056 yr yr-

1), CABLE(평균값 : -0.115 yr yr-1, 중앙값 : -0.09 yr yr-1), 

VISIT(평균값 : -0.098 yr yr-1, 중앙값 : -0.07 yr yr-1) 모델들이 상

대적으로 큰 탄소저장시간의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에 LPX-Bern(평

균값 : -0.042 yr yr-1, 중앙값 : -0.015 yr yr-1), LPJ-wsl(평균값 : -

0.028 yr yr-1, 중앙값 : -0.018 yr yr-1) CLASS-CTEM(평균값 : -

0.016 yr yr-1, 중앙값 : -0.01 yr yr-1) 모델들은 탄소저장시간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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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비록 모델 별 감소 추세의 정도는 다르지만 

TREDNY ENSEMBLE 및 개별 모델들의 탄소저장시간 장기 추세가 전

반적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고위도 지역에서 그 감소 추세가 뚜렷함을 

보였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고위도 지역의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탄소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Schuur et al. 

2015; Pearson et al. 2013; McGuire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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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RENDY 지면 모델들을 이용한 전구 탄소저장시간의 장기 추세(196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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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고위도 지역 탄소 플럭스 및 탄소 저장고의 장

기 추세 분석 

 

 앞선 분석을 통해 고위도 지역(60-90°N)의 육상 생태계 탄소저장시

간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TRENDY 지면 모델들의 탄소 플럭스(GPP, Disturbance, Ra, Rh)와 탄

소 저장고(cVeg, cSoil) 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위도 지역에서 위 변수

들의 장기 추세를 살펴보았다. 

 

 

1. 총일차생산량(GPP)의 장기 추세 

 

그림 4는 TRENDY 지면 모델들의 고위도 지역 총일차생산량의 장기 

추세를 공간 분포와 확률밀도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총일차생산량은 식

물이 광합성을 통해 생산하는 유기물의 총량으로 식생이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는지 추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그림 4(a)는 TRENDY 

ENSEMBLE의 총일차생산량의 장기 추세를 나타낸 것으로 대부분의 지

역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주로 0에서 5 g C m2 yr-1 사이의 값

을 가졌다(평균값 : 1.577 g C m2 yr-1, 중앙값 : 0.446 g C m2 yr-1). 개

별 지면 모델들의 총일차생산량 장기 추세 또한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b)-(h)]. 그 중 LPX-Bern(평균값 : 1.918 g C m2 

yr-1, 중앙값 : 1.8 g C m2 yr-1), LPJ-wsl(평균값 : 1.857 g C m2 yr-1, 

중앙값 : 2.04 g C m2 yr-1), CLASS-CTEM(평균값 : 1.644 g C m2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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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값 : 0.568 g C m2 yr-1), CLM4.5(평균값 : 1.319 g C m2 yr-1, 

중앙값 : 0.165 g C m2 yr-1) 모델이 주로 0에서 5 g C m2 yr-1 사이의 

장기 추세 값을 가졌으며, TRENDY ENSEMBLE의 결과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CABLE(평균값 : 3.444 g C m2 yr-1, 중앙값 : 2.558 

g C m2 yr-1), OCN(평균값 : 2.979 g C m2 yr-1, 중앙값 : 2.536 g C m2 

yr-1), VISIT(평균값 : 2.706 g C m2 yr-1, 중앙값 : 1.821 g C m2 yr-1) 

모델의 경우 다른 모델들에 비해 뚜렷한 총일차생산량의 증가 추세를 보

였다. 해당 분석에서는 TRENDY ENSEMBLE과 7개 지면 모델의 총일

차생산량 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위도 지역에서의 장기 추세를 살펴 보

았다. 그 결과 모든 모델들이 총일차생산량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 및 온난화로 인한 식생의 

생장 활동 강화와 탄소 흡수량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Forkel 

et al. 2016; McGuire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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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RENDY 지면 모델들을 이용한 고위도 지역(60-90°N) 총일

차생산량(GPP)의 장기 추세(196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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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호흡량(Ra)의 장기 추세 

 

 그림 5는 TRENDY 지면 모델들의 자가호흡량 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위도 지역에서의 장기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자가호흡량은 식물의 호

흡으로 인한 육상에서 대기로의 탄소 배출을 의미하는 요소이다. 

TREDNY ENSEMBLE의 자가호흡량 장기 추세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5 (a)]. 주로 0-4 g C m2 yr-1 사이의 장

기 추세 값을 가지며 전체 평균값은 약 0.782 g C m2 yr-1, 중앙값은 약 

0.231 g C m2 yr-1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모델의 장기 추세 결과 역

시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그림 5 (b)-(h)]. 다른 모델에 비해 

CABLE(평균값 : 1.609 g C m2 yr-1, 중앙값 : 1.043 g C m2 yr-1), 

OCN(평균값 : 1.414 g C m2 yr-1, 중앙값 : 1.032 g C m2 yr-1), 

VISIT(평균값 : 1.363 g C m2 yr-1, 중앙값 : 0.919 g C m2 yr-1) 모델

의 증가 추세가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CLASS-CTEM(평

균값 : 0.675 g C m2 yr-1, 중앙값 : 0.229 g C m2 yr-1), CLM4.5(평균

값 : 0.753 g C m2 yr-1, 중앙값 : 0.039 g C m2 yr-1), LPJ-wsl(평균

값 : 0.961 g C m2 yr-1, 중앙값 : 0.553 g C m2 yr-1), LPX-Bern(평균

값 : 0.985 g C m2 yr-1, 중앙값 : 0.859 g C m2 yr-1)이 주로 0-4 g C 

m2 yr-1 사이의 장기 추세 값을 가지며 TRENDY ENSEMBLE의 결과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총일차생산량의 장기 추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가호흡량의 장기 추세 역시 CABLE, OCN, VISIT 모델에

서 상대적으로 강한 증가 추세를 볼 수 있었다. 해당 분석에서는 

TRENDY ENSEMBLE과 7개 지면 모델의 자가호흡량 모의 자료를 이

용하여 고위도 지역에서의 장기 추세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모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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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에서 자가호흡량의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 및 온난화로 인해 식물의 생장 활동이 증가하면서 

호흡량 또한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Forkel et al. 2016). 

해당 분석의 결과는 기후 변화로 인해 고위도 지역의 육상 생태계가 광

합성을 통한 탄소 흡수 뿐만 아니라 호흡으로 인한 배출도 증가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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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RENDY 지면 모델들을 이용한 고위도 지역(60-90°N) 자가

호흡량(Ra)의 장기 추세(196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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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가호흡량(Rh)의 장기 추세 

 

 그림 6은 TRENDY 지면 모델들의 타가호흡량 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위도 지역에서의 장기 추세를 표현한 것이다. 타가호흡량은 식물을 제

외한 토양 유기물 및 미생물에 의한 대기로의 탄소 배출을 나타내는 요

소이다. TRENDY ENSEMBLE의 타가호흡량 장기 추세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그림 6 (a)]. 주로 0-2 g C m2 

yr-1 사이의 장기 추세 값을 가지며 전체 평균값은 약 0.557 g C m2 yr-

1, 중앙값은 0.153 g C m2 yr-1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모델들의 결과 

또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그림 6 (b)-(h)]. 타가호흡량의 증가 추세는 

CABLE(평균값 : 1.32 g C m2 yr-1, 중앙값 : 0.996 g C m2 yr-1), 

OCN(평균값 : 1.128 g C m2 yr-1, 중앙값 : 0.935 g C m2 yr-1), 

CLASS-CTEM(평균값 : 0.876 g C m2 yr-1, 중앙값 : 0.323 g C m2 yr-

1), VISIT(평균값 : 0.844 g C m2 yr-1, 중앙값 : 0.557 g C m2 yr-1) 모

델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당 4개

의 모델들은 주로 0-4 g C m2 yr-1 사이의 장기 추세 값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CLM4.5(평균값 : 0.41 g C m2 yr-1, 중앙값 : 0.045 

g C m2 yr-1), LPJ-wsl(평균값 : 0.54 g C m2 yr-1, 중앙값 : 0.431 g C 

m2 yr-1), LPX-Bern(평균값 : 0.622 g C m2 yr-1, 중앙값 : 0.561 g C 

m2 yr-1)은 TRENDY ENSEMBLE과 비슷한 장기 추세 값을 가졌다. 고

위도 지역 타가호흡량 장기 추세를 분석한 결과 모든 모델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였다. 온도에 민감한 요소로 알려진 타가호흡량의(Jeong et 

al. 2018) 증가 추세는 지속되는 온난화로 인한 토양 유기물 분해의 강

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Kirschbaum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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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TRENDY 지면 모델들을 이용한 고위도 지역(60-90°N) 타가

호흡량(Rh)의 장기 추세(196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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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태계교란(Disturbance)의 장기 추세 

 

그림 7은 모델 별 고위도 지역 생태계교란의 장기 추세를 표현한 것

이다. 생태계교란은 산불과 인간의 토지이용변화로 인한 탄소 배출을 의

미하는 지표이다. TRENDY ENSEMBLE 결과의 평균값은 약 0.11 g C 

m2 yr-1 이며 중앙값은 0 g C m2 yr-1 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a)].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유라시아 대륙의 일부 지

역에서는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개별 모델 별로 살펴본 결과 앞서 

분석한 변수들과는 달리 일관된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우선 LPJ-

wsl(평균값 : 0.486 g C m2 yr-1, 중앙값 : 0.522 g C m2 yr-1), VISIT(평

균값 : 0.181 g C m2 yr-1, 중앙값 : 0.053 g C m2 yr-1), CABLE(평균

값 : 0.155 g C m2 yr-1, 중앙값 : 0.133 g C m2 yr-1), OCN(평균값 : 

0.067 g C m2 yr-1, 중앙값 : 0.002 g C m2 yr-1), CLM4.5(평균값 : 

0.024 g C m2 yr-1, 중앙값 : 0 g C m2 yr-1) 모델들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LPJ-wsl 모델의 경우 다른 모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증

가 추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RENDY ENSEMBLE과 유사

한 지역에서 음의 추세를 가졌다[그림 7 (e)]. 반대로 LPX-Bern(평균

값 : -0.269 g C m2 yr-1, 중앙값 : -0.006 g C m2 yr-1), CLASS-

CTEM(평균값 : -0.001 g C m2 yr-1, 중앙값 : 0 g C m2 yr-1) 모델의 

경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LPX-Bern 모델의 결과는 넓은 범위에 

걸쳐 음의 추세를 나타냈다. 생태계교란의 모델 별 장기 추세를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추세를 보였다. 그 중 LPJ-wsl과 LPX-Bern 모델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한 증가 및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두 모델을 제외한 나

머지 모델에서는 생태계교란으로 인한 탄소 배출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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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RENDY 지면 모델들을 이용한 고위도 지역(60-90°N) 생태

계교란(Disturbance)의 장기 추세(196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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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생 탄소(cVeg)의 장기 추세 

 

그림 8은 TRENDY 지면 모델들의 식생 탄소 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위도 지역에서의 장기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식생 탄소는 식생에 저

장되어 있는 탄소량을 의미한다. TRENDY ENSEMBLE의 식생 탄소 장

기 추세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8 (a)]. 

ENSEMBLE의 전체 평균값은 3.553 g C m2 yr-1 이며 중앙값은 0.017 

g C m2 yr-1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모델들의 식생 탄소 장기 추세 

결과도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b)-(h)]. 

CLASS-CTEM(평균값 : 9.783 g C m2 yr-1, 중앙값 : 0.835 g C m2 yr-

1), LPJ-wsl(평균값 : 7.39 g C m2 yr-1, 중앙값 : 1.039 g C m2 yr-1), 

VISIT(평균값 : 6.695 g C m2 yr-1, 중앙값 : 1.975 g C m2 yr-1), 

OCN(평균값 : 4.97 g C m2 yr-1, 중앙값 : 1.888 g C m2 yr-1), 

CABLE(평균값 : 4.88 g C m2 yr-1, 중앙값 : 0.366 g C m2 yr-1), 

CLM4.5(평균값 : 3.565 g C m2 yr-1, 중앙값 : 0 g C m2 yr-1)의 순으로 

양의 추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모델들과는 달리 

LPX-Bern(평균값 : 0.49 g C m2 yr-1, 중앙값 : 0.825 g C m2 yr-1)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장기 추세 값을 보였다. 모델 별 식생 탄소 

장기 추세를 분석한 결과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총일차생산

량의 증가 추세와 마찬가지로 식생 탄소의 증가 추세는 대기 중 이산화

탄소의 증가와 온난화로 인해 식생 활동이 강화되어 탄소 흡수량이 증가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Forkel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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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TRENDY 지면 모델들을 이용한 고위도 지역(60-90°N) 식생 

탄소(cVeg)의 장기 추세(196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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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양 탄소(cSoil)의 장기 추세 

 

그림 9는 TRENDY 지면 모델들의 토양 탄소 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위도 지역에서의 장기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토양 탄소는 토양에 저

장되어 있는 탄소량을 의미한다. TRENDY ENSEMBLE의 토양 탄소 장

기 추세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며(평균값 : 2.922 g C m2 yr-1, 중앙값 : 

0.126 g C m2 yr-1), 주로 0-20 g C m2 yr-1 사이의 장기 추세 값을 가

진다[그림 9 (a)]. 개별 모델들의 결과는 LPJ-wsl을 제외한 모든 모델

에서 양의 추세를 보였다. VISIT(평균값 : 10.606 g C m2 yr-1, 중앙값 : 

7.295 g C m2 yr-1), OCN(평균값 : 6.351 g C m2 yr-1, 중앙값 : 4.956 

g C m2 yr-1), CLASS-CTEM(평균값 : 5.7 g C m2 yr-1, 중앙값 : 1.067 

g C m2 yr-1), CABLE(평균값 : 5.499 g C m2 yr-1, 중앙값 : 3.563 g C 

m2 yr-1), LPX-Bern(평균값 : 3.375 g C m2 yr-1, 중앙값 : 1.67 g C m2 

yr-1)에서 TRENDY ENSEMBLE의 평균 증가 추세보다 높은 값을 보

였으며, CLM4.5(평균값 : 1.888 g C m2 yr-1, 중앙값 : 0.004 g C m2 yr-

1)모델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다. 반면 LPJ-

wsl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평균값 : -2.437 g C m2 

yr-1, 중앙값 : -0.217 g C m2 yr-1), 시베리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북부 

지역에 걸쳐 뚜렷하게 나타났다. 모델 별 토양 탄소의 장기 추세를 분석

한 결과 하나의 모델을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양의 추세를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모델들의 결과에 나타난 토양 탄소의 증가 추세는 토양의 호흡

으로 인한 탄소의 배출량보다 식생이 흡수량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Parmentier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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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TRENDY 지면 모델들을 이용한 고위도 지역(60-90°N) 토양 

탄소(cSoil)의 장기 추세(196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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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탄소저장시간, 탄소 플럭스, 탄소 저장고의 평균 

증감률 

 

TRENDY ENSEMBLE을 이용하여 고위도 지역 탄소저장시간이 장기

간에 걸쳐 감소해왔으며, 탄소 플럭스(자가호흡량, 타가호흡량, 생태계교

란)와 탄소 저장고(식생 탄소, 토양 탄소)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에 TRENDY ENSEMBLE의 고위도 지역 탄소저장시간, 탄소 플

럭스, 탄소 저장고의 57년(1960-2016년) 동안의 평균 증감률을 살펴

봄으로써 탄소저장시간의 감소 추세 원인을 분석해보았다[그림 10]. 증

감률은 각 변수들의 장기 추세의 평균에서 기후값의 평균을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탄소저장시간은 평균적으로 0.257% yr-1 감

소하였으며, 분모에 들어가는 탄소 플럭스는 0.348% yr-1, 탄소 저장고

는 0.037% yr-1 만큼 증가하였다. 개별 변수로 살펴본 결과 자가호흡량, 

타가호흡량, 생태계교란은 각각 0.511% yr-1, 0.336% yr-1, 0.216% yr-

1 가량 증가했으며, 식생 탄소와 토양 탄소는 각각 0.341% yr-1, 0.015 

% yr-1 만큼 증가하였다. 이처럼 고위도 지역의 탄소저장시간 감소 추세

는 탄소 저장고의 증가율보다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탄소 플럭스의 증

가율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 세계 탄소 

순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고위도 지역 육상 생태계의 역할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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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TRENDY ENSEMBLE의 탄소저장시간, 탄소 플럭스, 탄소 저

장고의 57년 동안의 평균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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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현 세대 지면 모형 간 탄소 플럭스 비교 프로젝트인 

TRENDY-v6에 참여한 11개 지면 모델 중, Emergent constraints 방

법을 통해 관측값과 비슷한 탄소 플럭스 모의 결과를 보여주는 7개 지

면 모델의 지면 탄소 순환 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 세계 탄소저장시간

의 장기 변화를 분석하였다. 전구 평균 된 탄소저장시간은 1960년부터 

2016년까지 57년의 기간에 대해 TRENDY ENSEMBLE뿐 아니라 개개

의 지면 생태계 모델에서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탄소저장시간의 감

소 추세는 고위도 지역에서 -0.348 yr yr-1 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저위도와 중위도 지역의 감소 추세보다 0.337 yr yr-1, 0.26 yr yr-1 만

큼 크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고위도 지역의 육상 생태계 탄소 순환

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위도 지역에서 뚜렷한 탄소저장시간의 감소 추세를 설명하기 위해 

같은 기간에 대해 TRENDY ENSEMBLE의 총일차생산량, 자가호흡량, 

타가호흡량, 생태계교란, 식생 탄소, 토양 탄소의 장기 변화를 살펴본 결

과 모두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과거 연구들은 총일차생산량의 증가 원

인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온난화로 인한 식생 활동의 강화를 

언급하였다(Forkel et al. 2016; McGuire et al. 2012). 실제로 지면 모

델이 총일차생산량을 모의할 때 온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Huntzinger 

et al. 2012). 따라서 온도 증가에 따라 총일차생산량이 증가 추세를 보

였고, 이러한 모델 결과는 과거 연구에서 언급한 원인과 유사하다. 식생 

탄소의 변화는 광합성량과 식물 호흡량의 변화로 모의되며(Raczka et al. 

2016), 총일차생산과 마찬가지로 온도 증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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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대부분의 지면 모델에서 생태계 호흡(자가호흡량, 타가호흡량)

을 모의할 때 자가호흡량은 광합성량, 타가호흡량은 토양 온도가 중요하

게 작용을 한다(Huntzinger et al. 2012). 따라서 자가호흡량과 타가호흡

량 역시 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면 모델

에서 토양 탄소의 증가는 낙엽 낙지의 증가와 토양 호흡의 감소와 관련

이 있다(Clark et al. 2011).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토양 탄소의 

증가는 토양의 호흡으로 인한 탄소의 배출량보다 광합성을 통한 흡수량

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Parmentier et al. 2011). 생태계교

란의 증가 추세는 산불이나 토지 이용의 변화, 방목 등으로 인해 고위도 

지역의 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Bala et al. 2007). 

TRENDY ENSEMBLE과 7개의 지면 생태계 모델을 이용하여 탄소저

장시간의 장기 변화를 살펴본 결과 모든 모델에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

났으나, 각 모델 별 결과값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모델 결과들이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모델 별로 모수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

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탄소 플럭스 및 탄소 저

장고의 관측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위도 지역의 탄소 플럭스 및 탄소 저

장고 관측은 좁은 지역으로 국한 되어있으며 그 수 또한 부족하다

(Tramontana et al. 2016; Bodesheim et al. 2018; Luo et al. 2019). 모

델 별 토양 깊이의 모의 정도 차이 또한 모델 결과들 간의 차이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토양의 상층에 비해 깊은 층에 있는 

토양 유기 탄소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Luo et al. 2019) 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 순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토양 깊이에 따른 토양 탄소의 변화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연구와의 비교 및 검증을 통해 모델을 개선하고, 더 



 

41 

많은 관측 기반 입력 자료를 이용한 탄소 순환 과정의 추정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탄소 플럭스 및 탄소 저장고 관측이 부족한 한계 속에서 모

델의 모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고위도 지역 탄소저장시간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고위도 지역에서 대기 중으로 빠져 나가는 탄소 플럭스

의 증가율이 탄소 저장고의 증가율보다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저장시간이 감소하고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육상 생태계의 탄소 흡

수 및 방출의 변화는 지속되는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복잡한 매커니즘

으로 설명될 것이며, 육상 생태계의 탄소 순환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큰 불확실성으로 여겨질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복잡한 전 세계 탄소 

순환 과정에서 고위도 지역 육상 생태계의 중요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해

당 지역에 더 많은 탄소 플럭스 및 탄소 저장고 관측이 필요함을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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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TRENDY-v6 모델 별 토양 깊이 

모델 토양 깊이(m) 참고 문헌 

CABLE 4.6 
Haverd et al. 2018 

Kowalczyk et al. 2013 

CLASS-CTEM 4.1 Melton et al. 2016 

CLM4.5 42.1032 Oleson et al. 2013 

ISAM 50 Masri et al. 2014 

JULES 3 Best et al. 2011 

LPJ-wsl 1.5 
Poulter et al. 2015 

Zhang et al. 2018 

LPX-Bern 2 Keller et al. 2017 

OCN 1 Krinner et al. 2005 

ORCHIDEE-MICT 38 Guimberteau et al. 2018 

VEGAS 1 Zeng et al. 2003 

VIS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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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changes in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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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residence time in terrestrial ecosystems resulting from 

interactions between climate and ecosystem is one of important factor 

to regulate the feedback between terrestrial carbon cycle and climate 

chang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global scale carbon residence 

time of terrestrial ecosystem for the period 1960-2016 by using 

carbon fluxes and pools from terrestrial ecosystem model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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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Y-v6. We used Emergent constraints method to find models 

which have similar results with observation and only the results of 7 

models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long-term changes in carbon 

residence time. By having mean of terrestrial ecosystem models, we 

found carbon residence time has been decreased by 1.48 years in a 

decade on global average. The strong reducing residence time has 

occurred at high-latitude regions(-0.348 yr yr-1, 60-90°N) rather than 

low(-0.011 yr yr-1, 0-30°N) and mid-latitude regions(-0.088 yr yr-1, 

30-60°N). Investigating why the change in carbon residence time 

simulated by the model is prominent at high latitude, the results show 

that changes in carbon fluxes and carbon pools at higher latitud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carbon residence time. All 

variables related to carbon residence time showed the increasing trend 

(Autotrophic respiration : 0.782 g C m-2 yr-1, Heterotrophic 

respiration : 0.557 g C m-2 yr-1, Disturbance : 0.11 g C m-2 yr-1, Carbon 

in vegetation : 3.553 g C m-2 yr-1, Carbon in soil : 2.922 g C m-2 yr-1). 

As a result, climate change over the past 57 years led both vegetation 

and soil activity to be more active, however carbon residence time 

would be decreased due to the higher increase rate of carbon flux into 

the atmosphere. 

 In this study, we found that carbon residence time was reduced in 

high latitudes using several different terrestrial ecosystem models. 

Since vast amounts of carbon stored in high-latitude regions, a 

decrease in carbon residence time due to climate change mean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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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probability of carbon emission from the ground to the 

atmosphere. Therefore,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ole of terrestrial ecosystems in high-latitude in 

understanding the global terrestrial carbon cycle. 

 

keywords : Carbon cycle, Carbon residence time, Carbon flux, Carbon 

pool, TRENDY, Terrestrial ecosystem model, High-la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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