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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Mangroves (이하 맹그로브)는 열대 혹은 아열대 지역의 염생 습지에 서식하는 유일한 관목 혹은
교목의 일종이다. 그림 1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맹그로브는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호주, 인도 근해,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분포한다.

대서양-동태평양

지역보다

인도-서태평양

지역에

서식하는

맹그로브 종이 훨씬 다양하다. 전자에 서식하는 맹그로브는 12 종, 후자에 서식하는 맹그로브는
56 종이다. 맹그로브 숲은 서식지에 따라 canopy (캐노피) 높이가 매우 다양하다. 아열대 상부에서는
불과 2m 정도이지만, 열대지방에서는 30m 에 이르는 높은 숲이 형성된다.

그림1

맹그로브 뿌리는 매우 독특한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뿌리의 모습과는 달리 중심 뿌리들이 넓게
퍼져있다. 이러한 뿌리 덕분에 강물에 실려온 퇴적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파도의
침식작용을 약화시킨다. 심지어는 태풍과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넓게
퍼져있는 중심뿌리에 수직방향으로 돋아난 뿌리들은 pneumatophore (호흡근)라고 한다. 이는 대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맹그로브가 산소가 부족한 바닷물이나 조간대에서 살 수
있게 도와준다.
맹그로브는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준다. 맹그로브 숲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뿌리에서 오염물질을 걸러주고 생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한다.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거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맹그로브 가지와 줄기는 파도의 침식작용을 약화시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여 해일의 힘을 약화시킨다.
최근 맹그로브의 탄소 저장 능력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를 blue carbon (블루카본)이라고 한다. 연안생태계는 육상산림보다 면적은
좁지만 흡수하는 탄소 총량은 비슷하고 흡수 속도는 최대 50 배 빠르다. 최근 블루카본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정식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제 16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국제 연구기관과 단체들이 블루카본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근 십여년 동안 맹그로브 서식지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맹그로브 서식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인간활동이다. 토지 변경, 필요 이상의 수확, 남획, 오염, 물 흐름의 퇴적과 변화

등이 주요 요인이다. 인간활동보다는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기후변화도 서식지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해수면 온도 상승, 강수량 감소, 그리고 산호초 감소가 그
예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맹그로브를 land model 중 하나인 CLM (Community Land Model)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표를 조사하였다.

2. Plants in Land Model
CLM 은 지구의 생지물리학적, 생지화학적 과정을 담고 있는 land model 로 NCAR Land Surface
Model (NCAR LSM)에 탄소 순환, 식생 모형, 그리고 하천 유수 모델을 포함한 것이다.
CLM3.0 부터는 Dynamic Global Vegetation Model (DGVM)와 결합되어 자연 식생 분포와 구조를
나타낸다. CLM-DGVM 에는 크게 Plant Geography, Plant Physiology, Biochemistry, Vegetation
Dynamics 그리고 Biophysics 가 포함되어 있다. Plant Geography 에는 기후의 계절적 영향까지
고려한 생물권의 분포가 포함되어 있다. Plant Physiology 의 주된 목표는 Net Primary Production
(NPP)를 고려하는 것이다. Vegetation Dynamics 은 식생 변화를 관찰하는 것으로 아직은 지표를
이용하여 단일 종 관찰에 기반한 좁은 지역 분석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Biophysics 는 대기와
지표 사이의 에너지, 수증기, 그리고 운동량 교환을 고려한 것이다.
최근 들어 기후와 식생 사이의 피드백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기후 피드백이란 기후변화를
증폭시키거나 축소시키는 상호작용을 이른 말이다. 그 중에서도 식생에 의한 과정을 기후-식생
피드백이라고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기와 식물 특히 육상 생물권 사이의 반응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강수량과 지표 복사의 변동성을 최대 30%까지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식생과 관련된 지표를 기후 모형에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맹그로브는 탄소 저장 측면과
해일 경감 등 재난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기후모형에 고려해야 한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완화 (mitigation)’와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적응 (adaptation)’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기후변화에 대한 식생의 변화만 고려할 수 있어 기후변화와 식생의 단기적인
상호작용은 모델에서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식생과정과 육상-대기 교환 과정이
분리되어 있어 정확한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가장 최신 버전인 CLM5.0 에는 식생을 15 개의 plant functional types (이하 PFTs)로 분류한다. 이
중에서 맹그로브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PFT 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 1 를 확인해보면 15 개의
PFTs 중 맹그로브와 가장 비슷한 특성을 지닌 것은 Broadleaf evergreen tree – tropical (이하 BET
Tropical)이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맹그로브는 열대우림보다 2~5 배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등 열대우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맹그로브에 대한 지표를 연구하여
CLM 에 반영하여야 한다.

CLM 에서 식생과 관련된 지표에는 Vegetation Composition, Vegetation Structure, Phenology and
Vegetation buried by snow, Plant Hydraulics, CN pools, Plant Respiration, Carbon and Nitrogen
Allocation, 그리고 Vegetation Phenology and Turnover 등이 있다.
표1

3. Mangrove Characteristics
맹그로브는 대부분의 탄소를 대기로부터 얻어 유기탄소로 합성한다. 그 이외에도 땅 위 뿌리에
서식하거나 숲 기저부에 서식하는 미세조류로부터 탄소를 얻기도 한다. 상류나 주변 연안 지역의
물질 순환 과정 중에서도 일부 얻는다. 맹그로브는 염이 많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물과 증발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고 탄소를 최대로 얻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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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그로브 잎의 평균 광합성 속도는 12 µmol m s

로 일반적인 열대우림의 평균 광합성 속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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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mol m s 보다 빠르다. 암호흡에 대한 연구는 많이 없지만, 암호흡은 맹그로브가 0.6 µmol m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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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우림이 0.4 µmol m s

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호흡에 대한 Gross Primary Production

(GPP) 비율은 맹그로브 숲이 17.4, 열대우림이 14.3 이다. 맹그로브와 열대우림의 뿌리 호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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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맹그로브가 0.5~10 nmol CO2 m s , 열대우림이 3~55 nmol CO2 m s

로 맹그로브의

뿌리 호흡 속도가 훨씬 느리다.
맹그로브는 다른 연안서식지에 비해서도 많은 탄소를 광합성을 통해 유기탄소로 합성한다. 맹그로브
-1

의 지상부 평균 NPP는 11.1 Mg C ha
-1

Mg C ha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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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인 반면, 해수 소택지는 8.34 Mg C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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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거대조류는 3.8 Mg C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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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 , 해초는 1.04
-1

y , 그리고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은 1.7 Mg C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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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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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호초의 평균 NPP는 10 Mg C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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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Mg C h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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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열대우림은 10.8 Mg C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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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그리고 이탄 숲 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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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로 맹그로브와 비슷하거나 약간 적다.

맹그로브 숲은 다른 생태계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토양에 특히 많은 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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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고 있다. 맹그로브의 경우 956 t C ha 를 저장하고 있는 반면 열대우림은 241 t C ha , 이탄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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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는 408 t C ha , 해수 소택지는 593 t C ha , 해초는 142.2 t C ha 를 저장하고 있다.
표 2 를 보면 토양이 탄소를 저장하는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다. 열대우림에서는 토양이 44%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지만, 이탄 습지에서는 70%, 맹그로브에서는 75%, 해수 소택지와 해초는 90%의
탄소가 토양에 저장되어 있다.
표2

열대우림의 경우 고정된 탄소의 70%가 호흡으로 대기 중으로 다시 방출되지만 맹그로브의 경우
뿌리가 탄소 저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지하부의 뿌리들은 조류나 수면 아래의 이류에 의한
부식물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열대우림은 상대적으로 얇은 부식질 층에서
부식물을 빠르게 분해하여 재활용하지만, 맹그로브는 깊은 층까지 숲 기저에 공존하는 뿌리와
미생물 사이의 강한 결합을 통해 부식물을 재활용하여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한다.
아래 그림 2 는 맹그로브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2

하지만 아직도 탄소 순환 과정에서 뿌리 생산에 쓰이는 탄소의 비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뿌리
-2

생장을 실험한 일부 연구(in situ)에서는 1년에 뿌리가 18에서 1145 g DW m 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뿌리가 1년에 300에서 380 g DW m

-2

자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맹그로브는 탄소를 지상부보다 지하에 더 많이 저장한다고 한다. 표를 보면 대부분의 맹그로브 숲이
지상부보다 지하에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맹그로브의 연간 탄소 매장 비율은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연간 탄소 매장 비율은 174 g C m
2 -1

-

2

y 로 추산된다. 한 연구에서는 2010년 맹그로브 서식지가 138,000 km 라고 하였는데, 이를 이용하
-1

면 연간 탄소 매장 속도가 24 Tg C y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맹그로브 숲의 전지구적 규모의 유기탄소 토양 매장량과 분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3
에 따르면, 1m 깊이의 평균 유기 탄소 저장량은 361±136 Mg C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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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86-729 Mg C h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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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탄소 저장량이 적은 지역인 방글라데시는 평균 127 Mg C ha 이다. 그 다음으로 적은 지역은
-1

중국 그리고 페르시아만과 홍해 근처 지역의 탄소 저장량은 각각 214와 233 Mg C ha 이다. 가장
-1

탄소 저장량이 많은 지역은 태평양 섬국가들로 평균 505 Mg C ha 이다.
그러나 맹그로브 서식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감소하고 있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1980년 맹
2

2

2

그로브 서식지는 188,000 km , 2005년은 152,000 km , 2010년은 138,000 km 로 줄어들었다. 2000
년부터 2015년까지 서식지 파괴로 인해 30.4-122 Tg C (111-447 Tg CO2)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다.
지역에 따라 진행되는 서식지의 감소 속도는 다르다. 예를 들어, 표3을 참고하면 2000년에서 2015
년까지 인도네시아 지역의 맹그로브 서식지 감소는 전체 서식지 감소의 52%를 차지한다. 말레이시
아와 미얀마 지역 역시 전체 서식지 감소의 25%를 차지한다. 과테말라 지역의 맹그로브 서식지 파
괴가 가장 천천히 일어나고 있다 (감소 비율 0.9%-6.8%). 카리브해 섬들과 미국에서의 서식지 감소
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3

즉 2000~2015 년 동안 2.0~8.1 Tg C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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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탄소가 토양에서 방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얀마 지역의 맹그로브 숲 토양에서 전체 맹그로브 토양 탄소
배출의 77%를 차지했다.

표3

4. Discussion
2008~2016 년까지의 인간 활동 (화석연료와 토지 사용 등)에 의한 연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만
산출해보면 10.9±1.2 Tg C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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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017 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간 증가하여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1.3±1.2 Tg C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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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맹그로브 서식지 파괴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2017 년 인위적인 탄소 배출량의 최소 17.5%, 최대 74.3%이다. 이는 맹그로브가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지금까지는 열대우림과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맹그로브의 광합성 속도, 호흡 속도, 탄소 매장
비율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과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감소 추세와 분포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모수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더 필요하다. 정확한 광합성 양을 측정하기
위해 캐노피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길이를 알아야 한다. 맹그로브 캐노피의 높이가 높을수록 많은 탄
소를 저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맹그로브 토양에 저장되어 있는 유기탄소 뿐만 아니라 목질부에 저
장되어 있는 유기탄소 양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순환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맹그로브 뿌리 분포, 비중 등에 관한 지표를 분석, 개발하여야 한다.
PHS (Plant Hydraulic Stress) routine은 Plant Hydraulic 지표에 필수적이다. 이는 다공성 매체를
흐르는 물에 운동에 관한 Darcy의 법칙에 향을 받은 식물의 물순환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물의 공
급, 물의 소비 그리고 맹그로브의 water potential을 통해 PHS를 계산하기 때문에 맹그로브 뿌리에
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후모델에 육상생태계(식생) 뿐만 아니라 연안, 습지 생태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연안, 습지
생태계가 탄소 저장 측면 등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해수면
상승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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