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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lex terrain refers to irregular surface properties of the earth that influence gradients in climate,

lateral transfer of materials, landscape distribution in soils properties, habitat selection of organisms,

and via human preferences, the patterning in development of land use. Complex terrain of

mountainous areas represents ca. 20% of the Earth’s terrestrial surface; and such regions provide

fresh water to at least half of humankind. Most major river systems originate in such terrain, and

their resources are often associated with socio-economic competition and political disputes. The goals

of the TERRECO-IRTG focus on building a bridge between ecosystem understanding in complex

terrain and spatial assessments of ecosystem performance with respect to derived ecosystem services.

More specifically, a coordinated assessment framework will be developed from landscape to regional

scale applications to quantify trade-offs and will be applied to determine how shifts in climate and

land use in complex terrain influence naturally derived ecosystem services. Within the scope of

TERRECO, the abiotic and biotic studies of water yield and quality, production and biodiversity, soil

processing of materials and trace gas emissions in complex terrain are merged. There is a need to

quantitatively understand 1) the ecosystem services derived in regions of complex terrain, 2) the

process regulation occurred to maintain those services, and 3) the sensitivities defining thresholds

critical in stability of these systems. The TERRECO-IRTG is dedicated to joint study of ecosystems in

complex terrain from landscape to regional scales. Our objectives are to reveal the spatial patterns in

driving variables of essential ecosystem processes involved in ecosystem services of complex terrain

region and hence, to evaluate the resulting ecosystem services, and further to provide new tools for

understanding and managing such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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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강좌의 배경

산지복잡지형(complex terrain)은 지표의 굴곡이 심

하며 산림, 농경지, 하천, 주거지 등 다양한 경관요소

로 구성되어 있다. 산지복잡지형은 불균질한 지표특성

으로 기후, 물질플럭스, 토양특성, 생물의 서식지 선택,

인간에 의한 토지이용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산

지복잡지형은 지표의 약 20%를 차지하며, 인류의 절

반 정도에게 음용수를 제공하며, 세계 주요 하천의 발

원지로 빈번한 사회-경제적 경쟁과 정치적 논란의 대

상이기도 하다(Mountain Agenda, 1998). 산지복잡지

형은 우리에게 폭넓은 생태계 생산물과 서비스(음용수,

에너지, 광물질, 식량 및 산림자원 등)을 제공하며, 관광

과 휴식활동의 대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지복잡지형에 위치한 생태계는 식생성

장과 수문과정 간의 강한 상호작용과 극단적 환경에

대한 동식물이 적응하는 과정을 규명하기에 적합한 장

소를 제공한다. 따라서 생태학, 수문학, 생물다양성, 기

상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주요 연구 대상지로

선택을 하고 있다. 특히 산지복잡지형은 상류와 하류

지역 간의 연결, 음용수 공급, 높은 생물 생산성, 생

물 다양성의 보고, 자연재해에 대한 완충역할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류가 점유한 경관생태계의

근본적인 모형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구온실가스의 증가 및 지구기후변화는 기존의 산지

복잡지형연구에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공하게 되었다. 대

표적인 예로 (1) 지구기후변화에 따른 산지지역의 생

태계 서비스 기능(생물다양성, 생산성, 수자원확보, 기

상조절 등)의 변화를 예측하고, (2) 이를 위해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는 생태계 조절 과정을 정량화해

야 하며, 아울러 (3) 산지지역 생태계의 안정성을 결

정하는 여러 임계요인이 지구기후변화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규명하는 정량적 연구를 수행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의 다양한 측면, 즉

산지경관의 생물 다양성, 탄소와 영양염 순환, 물순환

과정, 산지지형의 미기상 등과 관련한 미기상학, 수문

학, 수자원/수질, 산림 및 농업생산성, 생물 다양성,

토양생지화학, 미량원소방출, 생태모델링, GIS/원격탐

사학, 자원경제학, 사회지리학 등의 여러 학문분야를

포괄하는 학제 간 연구를 통하여 달성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생태계 서비스의 평가는 매우 복잡하며 과

학적으로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Gitay et al., 2001;

Kremen, 2005).

이러한 배경에서 2009년 3월부터 한독 국제연구 및

교육사업(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Group)인

TERRECO(Complex Terrain and Ecological Hetero-

geneity) 사업이 시작되었다. TERRECO 연구사업은

한국과 독일 간의 산지복잡지형의 생태계서비스 연구

와 대학원생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이 주요 과제이다. 1

단계 4.5년과 2단계 4.5년의 총 9년을 목표로 2009

년 3월에 시작된 이래로 점차 참여 폭을 넓혀 나가

한국 측에서는 강원대학교, 강원발전연구원, 국립산림

과학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이 참여하고, 독일

측에서는 바이로이트대학(University of Bayreuth)과

바이로이트생태연구소(Bayreuth Center of Ecology

and Environmental Research) 등이 참여하는 집단

연구로 발전해가고 있다. 한국연구재단(KRF, Korea

Research Foundation)과 독일국제연구재단(DFG,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이 지원하는 본 과

제는 각 국의 연구기관이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주제

의 연장선에 있다. 각 국의 참여연구자들은 산지복잡

지형에서의 기후, 수문, 토양 과정의 상호연관성과 산

림과 농작물의 생산성, “문화경관” 내의 자연생물다양

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TERRECO

과제는 이들 연구를 종합하고 추가로 자원경제학, 사

회지리학 등의 인문사회과학연구를 더함으로써 학제간

(inter-disciplinary) 연구를 초월하여, 학문계열간(trans-

disciplinary)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산지복잡지형의 “문화경관”은 농림업, 여가활동, 관

광, 소기업 등 일상생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곳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TERRECO 연구의 핵심조사지역

인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해안분지와 같은 경관에서

인간활동은 다양한 생태학적, 수문학적 과정과 상호연

관 됨으로써, 인간은 경관의 중요한 구성요소와 역할

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TERRECO 프로젝트는 사회지

리학적, 자원경제학적 분야를 포함하여 지역의 역사

및 지역주민들이 자연자원을 이용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온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

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토지이용방

식을 이해하고, 해안분지의 자연환경을 탐구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과학장비들이 경관 내에 설치되어 운영

되고 있다. TERRECO 연구사업의 핵심 연구지역은

양구군 해안면이고, 실측에 기반한 자연과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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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과 원격탐사기법 등을 활용한 소양강 유역 규모로

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TERRECO 연구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앞으로 예

상되는 기후변화와 사회경제학적여건의 변화가 연구

지역의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파악과, 산지복잡지형

“문화경관”의 생태계 서비스 변화 예측이다. 즉, 기후

변화에 의한 자연과정 변화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반

응과 의사결정이 생태계 서비스의 질적·양적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산지복잡지형에 산림관리와

농업, 환경정책 등의 시너지효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강좌에서

는 TERRECO 연구사업의 기본개념과 사업구조, 초기연

구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연구전망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와 

TERRECO 사업의 문제의식

전 유엔총장 Kofi Annan은 2000년 유엔총회 “We

the People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21st Century”에서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생태계변화가 인류복지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인류복지의 증진을 위해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

해 필요한 행동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

해 MA가 수행되었고 2005년에 최종보고서가 완성되

었다(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MA는

생태계와 인류복지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특히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에

주목하였다. 

생태계는 동식물 미생물군집 무생물 환경 등이 하나

의 기능체로서 상호작용하는 동적인 복합체(dynamic

complex)이다. 생태계 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이득들을 말하며, 식량, 물, 목재, 섬유질 등에

대한 “제공 서비스(provisioning services)”, 기후, 홍

수, 질병, 오염물, 수질 등에 영향을 주는 “조절 서비

스(regulating services)”, 여가, 심리적 이득을 제공하

는 “지원 서비스(cultural services)”, 토양형성, 광합성,

양분 순환 등에 관한 “지원 서비스(supporting services”)

등으로 구분된다(Fig. 1). 이들 생태계 서비스 요소들

에 대한 규명과 함께 MA는 생태계 서비스 변화가

인류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MA에서 인류

복지는 다중요소로 구성됨을 가정하였는데, 여기에는

Fig. 1. Linkages between ecosystem services and human well-being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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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생활을 위한 기초 재화(basic material for a

good life)”, “건강(health)”, “건전한 사회관계(good

social relations)”, “안전(security)”, 그리고 “선택과

행동의 자유(freedom of choice and action)” 등이

포함된다. 선택과 행동의 자유는 다른 복지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특히 평등과 공평함의 측

면에서 다른 복지요소들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기도 하다. 

MA의 보고와 같이 생태계 서비스와 인류복지 간에

는 복잡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지구의 생명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인류의 필요한 재화가 충족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인간활동을 생

태계의 한 요소로 포함시켜 지구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식량생산과 수자원공급 등의 생태계 서비스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나 현재의 이해수

준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Schröter et al., 2005).

특히 미래의 생태계 서비스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후와 생물권 변화 시나리오와 함께 인구변화, 경제·

기술의 발전, 사회체제의 변화 시나리오 등 사회인문

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Alcamo et al., 2005).

산지복잡지형의 경관과 유역은 인간이 점유한 생태

계의 전형적인 모형으로, 고지대와 저지대 간의 생태

수문학적 연관성, 음용수 제공, 다양한 토지이용, 식량

생산과 산림의 일차생산성, 높은 생물다양성 등의 특

징을 보인다. 이들 경관은 생태계 서비스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도 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질 경우 생태계 서비스의 퇴화(degradation)가 발

생하기도 한다. TERRECO는 기후변화, 토지이용의

변화, 인구변화, 사회경제시스템의 변화 등이 산지복잡

지형 경관의 생태계 서비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를 연구한다. 이 때, 사회경제시스템과 자연생태계의

적응방식이 생태계 서비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인자로 고려된다. 따라서 이들 변화의 강제요인

들과 적응방식은 미래의 생태계 서비스 변화를 추동하

고, 결과적으로 생태계 서비스의 이득(gain)과 손실

(loss)이 발생하게 된다(Fig. 2).

이들 변화의 강제요인과 적응방식에 따른 생태계 서

비스의 여러 요소들에 대한 변화 예측 개념을 Fig. 3

에 제안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과정에 근거(process-

based)한 생태계 서비스 평가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생

태계 서비스의 각 요소 별 현황과 변화를 각기 다른

시공간 규모에서 평가한다(Schulze et al., 2004;

Krysanova et al., 2004). 예를 들어, 산림지역과 경

작지역 생태계 서비스 현황은 상이할 수 있다. 산림지

역은 일반적으로 수자원/수질, 침식방지, 탄소흡수원 등

에서 높은 서비스를 가지는 반면, 농경지역은 식량생

산에서 높은 서비스를 가지며 수질과 토양침식에서는

미약한 서비스 기능을 보일 수 있다(Fig. 3). 이들 경

관요소들을 포함하는 유역은 전체적으로 양 지역을 평

균한 서비스 기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토지이용의

변화, 농경방식의 변화, 인구의 변화, 경작자의 토지에

대한 관리방식 변화, 사유림과 국유림의 관리방식 변

화 등은 각 지역의 생태계 서비스의 차별적 변화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유역규모의 생태계 서비스는 향

상되거나 악화될 수도 있다.

Fig. 4는 강원도 양구군에 소재한 해안면(일명 펀치

볼유역)의 토지이용과 해안면에서 유출하는 만대천이

Fig. 2. The TERRECO focuses on climate, social and land

use change impacts on ecosystem services, on a multi-

dimensional analysis of gains and losses that occur with

future scenarios, and on the potentials for adaptive

influence available via management.

Fig. 3. TERRECO ecosystem services indicting a level obtained

for each for forested catchment, agricultural catchment, and

regional mea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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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tivation of TERRECO project. (A) Landscape of Haean Catchment, one of major sources of turbid water in

Soyang River Basin. (B) Contrast of turbid water from Haean Catchment with clear water from upper forested catchment after

rainfall event (Photo taken by Jihyung Park). 

Fig. 5. A major question of TERRECO: conflict and trade-off between crop production and water quality to support human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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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유출 인북천 본류와 만나는 합류지역의 상황

을 나타내고 있다. 강우 직후 고냉지 채소밭 등 농경

지역이 우세한 해안면 만대천의 탁수가 산림이 우세한

인북천 상류의 맑은 물과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농업 생산성과 맑은 물의 제공이라는 생태계 서비스

요소간에 갈등(conflict)이 발생한 사례이다. TERRECO

연구진은 이 사례로부터 산지복잡지형경관의 생태계

서비스 연구에 대한 매우 단순화한 모형을 도출하였다

(Fig. 5). 농산물 생산과 맑은 물 공급 모두 이를 바

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 기

능이다. 그러나 이들 기능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갈등을 해소하거나 혹은 수용할 수 있는 타협점(trade-

off)을 찾을 수 있을까? 한편 생산성-수질 간의 갈등은

생물다양성, 토양보존, 충분한 수량확보, 지구온난화 미

량가스 방출 등 여러 생태계 서비스 기능과의 부가적

인 갈등과 연관되어 있다. 이들 복잡한 갈등관계를 파

악하고 균형을 탐구하고 제시하는 데에는 여기에 관여

하는 자연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기작(mechanism)

을 이해하고 연관을 맺어가는 학제간, 학문분야 간의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III. TERRECO 연구사업의 구조

TERRECO 사업은 총 34개(한국 측 13개, 독일 측

21개)의 박사과정 세부연구과제로 구성되었다. 이들 세

부연구과제는 경관비균질성에 따른 (1) 물순환과 수자

원, (2) 용존유기탄소(DOC, dissolved organic carbon),

미세입자상 유기탄소(fPOC, fine particule organic

carbon), 질소화합물(TN, total nitrogen)과 인 함유

물질(TP, total phosphorus)의 수송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와 질소 저장원, (3) 환경적 관심이 높은

미량가스(CO2, N2O, CH4)의 포집과 방출, (4) 경관의

생물다양성과 생물다양성에 기인한 생태계 서비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5) 농업과 산림 생산성의 차이를

조사한다. 이들 연구과제들은 아래와 같은 4개의 연구

그룹으로 세분화하였다. 

−기후와 에너지 교환: 생태계 서비스의 결정요인 

−산지복잡지형에서의 지속가능한 수질과 수자원 생산

−생산성, 미량가스방출, 생산성, 생물다양성에의 영향

−경관의 기능, 생태계 서비스, 사회생태시스템 

TERRECO 연구진은 산지복잡지형경관의 다양한 생

태계 서비스 기능에 대한 생성과 동인 기작을 이해하

고, 이들 기능간 발생한 갈등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활

용하며, 갈등의 해소와 균형을 탐구하고 그 방안을 제

시하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와 모

델링, 원격탐사, 설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해안분지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소양강 유역

전체로 생태계 서비스의 평가를 수행하는 다중 공간규

모의 연구를 수행한다.

TERRECO는 현장조사와 실험실 연구, 모델링 및

원격탐사로부터 다양한 자료를 취합하며, 이를 위해

대략 100~1000km2 정도의 산지복잡지형 연구지를 설

정하였다. 이 연구규모는 모형화 기법을 활용해 국부

적으로 수행한 현장조사결과를 외삽함으로써 지역규모

의 생태계 과정을 평가하고, 지표특성에 대한 실질적

인 정보를 수집 및 면밀한 현장조사 연구를 수행하기

에 적절한 규모이다. 양구군 해안면의 해안분지유역을

일차생산성, 미량가스방출, 수문/수질, 토양침식, 미기

상 등의 생태계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집중연구지역으

로 선정하였고, 해안분지를 포함하는 소양강유역을 지

역규모연구지로 설정하여, 해안분지에서 개발한 관측

과 모형연구를 지역규모로 확장하는 연구기법을 적용

한다(Fig. 6). 지역규모로의 확장에 모형과 인공위성

원격탐사 기법이 활용되며, 원격탐사는 소양강 유역의

토지피복과 일차생산성, 수문순환요소에 대한 정보를

생산한다. 자원경제학적 및 사회지리학적 연구는 해안

Fig. 6. Schemes of TERRECO modeling activities for

simulating mass flow and spatiotemporal scaling. (A) Biophysical

ecosystem model and (B) soil loss, run-off, water quality,

and groundwater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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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지를 중심으로 하여 소양강유역 내의 인근지역을 포

함하는 공간규모에서 접근하게 되므로 TERRECO의

각 부문별 연구는 다중 공간규모의 현상을 연관지울

수 있는 자연 및 사회과학적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향

후 작황모형과 사회경제모형에 의해 통합적 해석을 시

도하게 된다(Fig. 7). 

IV. TERRECO 사업 성과

2009년 3월에 TERRECO 사업 개시 후 약 1년 6

개월이 경과하였다. 각 부문별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과 신진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

업이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총 3회의 TERRECO 국

Fig. 7. TERRECO crop production and socioeconomic models.

Fig. 8. Examples of field measurement systems installed in Haean Catchment: (clockwise from upper left) stream flow,

biodiversity, runoff/soil loss, leaf photosynthesis, tree ring, transpiration, AWS/soil moisture, and trace gas measur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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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2명, 독일 22명의 연구원이 상호방문하였다. 해

안분지에는 11대의 자동기상관측기(AWS, Automatic

Weather Station), 2 개소 유량측정시스템, 3 개소 증

산류 관측시스템, 토양침식 관측망, 생물다양성(조류,

곤충, 초본 등) 관측망, 미량가스(CO2, N2O 등) 관측

시스템, 에디공분산 플럭스 관측시스템, 토양호흡 관측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자료를 수집 중이다(Fig. 8).

또한 현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주요 재배 작물, 농사

경력 등 농업 일반에 대한 사항과 농업인의 기후변화

에 대한 인식 정도, 기후변화 대응 현황 등에 관한

사회경제학 측면의 주민 설문조사 등이 수행되었다.

기타 강원도청, 강원발전연구원, 양구군청, 양구농업기

술센타 등 유관 국공립기관과의 협조관계를 형성하였

고, 각 기관에서 보유한 연구지역의 상세한 GIS 자료,

영농자료 등 여러 곳에 산재한 자료들을 수집 중에

있다. 이렇듯 TERRECO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고 다양

하게 형성되는 인적네크워크와 연구기반시설네트워크는

본 사업의 이면에 담긴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지상관측 및 자료수집과 함께 여러 부문의 모형연구가

진행되었다. 토사유실 부분에서 Erosion-3D, 지표수유출

의 SWAT, 지하수 거동을 모사하는 HydroGeosphere,

토양미량가스방출의 DNDC, 산사태 모사에 응용된

RHESSys, 작황예측 부문의 EPIC, 식생생산성의

PIXGRO,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학적 평가를 위한 자

원경제학적 모형 등 다양한 모형들의 적용이 시도 중

에 있다. 이들 모형의 구동과 평가 및 공간적 확장을

위한 입력자료의 구축, 검증자료의 수집 등이 진행 중

이나, 본격적으로 각 모형을 구동하고 결과를 분석하

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렇

듯 다양한 부문의 모형이 동일 연구지역, 동일 연구기

간에 적용되어, 생태계 서비스 평가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분석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례이다.

V. 향후 전망

TERRECO 연구사업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자연기작-응용기술-사회경제시스템을

아우르는 폭 넓은 사업내용은 각 부문별 연구를 성공

적으로 이끄는 한편 이들을 연계함으로써 생태계 서비

스 평가와 예측을 성공적으로 시도하기 위한 최선의

연구얼개 개발이라는 새로운 도전적 과제를 제시하였

다. 연구얼개의 개발은 1단계 4.5년의 연구에 이은 2

단계 4.5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Fig. 9는 TERRECO 사업 얼개의 발달과정을

보여준다. 1단계 연구에서 생태계 서비스 기작의 각

부문에 대한 분석과 모델링이 수행되고 기후변화, 사

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평가를 수행한

다. 한편 2단계에서는 이들 기작과 시나리오평가에 대

한 지식을 더욱 발전시켜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성과

수요에 대한 각 사회-경제-정치 부문의 이해당사자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려고 한다. 궁극적으로 지

Fig. 9. Evolution of TERRECO concept from Phase 1 (2009-2013) to Phase 2 (20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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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국가, 전지구 등 다양한 공간규모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에 대해 우리의 이해를 적용하기 위한 스케일링

기법을 개발할 것이며,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

성과 수요에 대한 이해가 정책결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적 요

산지복잡지형은 지구표면의 약 20%를 차지하며, 절

반 정도의 인류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는 지역이고, 대

부분의 주요하천의 발원지로서 국가 혹은 지역 간 사

회-경제적 경쟁과 정치적 논란의 대상지역이기도 하다.

산지경관생태계는 우리에게 폭넓은 생태계 생산물과

서비스(맑은 물, 에너지, 식량 및 산림자원 등)를 제공

하며, 관광과 휴식활동의 대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

다. 이들 지역은 특히 매우 높은 생물다양성과 육상탄

소의 주요 저장원이기도 하다. TERRECO사업은 산지

복잡지형의 생태계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생

태계 서비스와 관련한 생태계 기능들을 공간적으로 평

가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특히 정교한 평가체계를 개

발함으로써 산지복잡지형에서의 기후와 토지이용변화

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기능의 변화를 정량화할 것이

다. 이러한 구도에서 산지복잡지형의 수문학, 수자원,

생산성, 생물다양성, 토양생지화학, 미량가스방출 및 수

질 등을 복합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TERRECO사업은

총 34개의 세부연구과제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산지복

잡지형에서의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기법의 개발 및 적

용을 수행 중에 있다. 세부연구과제들은 산지복잡지형

의 경관비균질성에 따른 (1) 물순환과 수자원, (2) 용

존유기탄소(DOC), 미세입자상 유기탄소(fPOC), 질소

화합물(TN)과 인 함유 물질(TP)의 수송과 수질에 영

향을 미치는 탄소와 질소 저장원, (3) 환경적 관심이

높은 미량가스(CO2, N2O, CH4)의 포집과 방출, (4)

경관의 생물다양성과 생물다양성에 기인한 생태계 서

비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5) 농업과 산림 생산성의

차이를 조사하도록 고안하였다. 따라서 TERRECO사

업은 한국 산지복잡지형의 생태계 서비스를 조절하는

원리들을 규명하고, 총 34개 세부연구과제의 결과들

이 생태계 서비스의 정량적 평가체계를 수립하는 데

에 기여하도록 조직화함으로써 새로운 수준의 학제

간 정보교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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