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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22) 에디공분산 및 챔버법을 이용한 벼 재배 논에서의 메탄 

배출량 비교 평가

최은정 ․ 이종식 ․ 김건엽 ․ 이선일 ․ 정현철1)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1)농촌진흥청 청장실

1. 서론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CO2)의 25배에 달하는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이다(IPCC, 
2006). 담수 상태인 논은 메탄 발생의 중요 배출원이며, 논에서 배출되는 메탄은 우리나라 농업분야 배출량
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GIR, 2018). 따라서 벼 재배 논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정확한 측정과 관리는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CO2, N2O, CH4) 측정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챔버법(Closed chamber)은 적은 양의 가스를 포집하는데 유리하고 설치와 제거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Christensen et al., 1995). 그러나 최근에는 생태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챔버에 의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 할 수 있는 에디공분산을 이용한 측정법이 주목 받으며, 논이나 습지를 대상으로 메탄 측정 연구에 이
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벼 재배 논에서 에디공분산 및 챔버법을 이용하여 메탄 배출량을 측정하고 
비교하고자 수행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메탄 측정 장소는 전북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35°74′86″N, 126°86′40″E)에 위치한 벼 재배단지로 관측지 
주변은 에디공분산법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균질하고 평탄한 지역이다. 에디공분산을 측정하기 위해 지면으
로부터 3.6 m 높이에 개회로 메탄 분석기(LI-7700, Li-Cor Inc., USA)와 3차원 풍향풍속계(WMP-PRO, 
GILL INC., USA)를 설치했고, 메탄 보정에 필요한 잠열 플럭스 측정을 위해 CO2/H2O 분석기(LI-7500)도 
동일한 위치에 설치했다. 또한 메탄 측정값 분석 및 정도관리를 위해 지중열센서(HFP01)와 순복사계, 온습
도계, 강우량계 등도 함께 설치하여 biomet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자료는 Tovi 프로그램(Li-Cor Inc.)
을 통해 분석하였다. 챔버는 투명 아크릴 재질(60×60×120 cm)로 제작되었으며 타워를 중심으로 40m 떨어
진 위치에 설치하였다. 챔버 내 공기 순환을 위한 fan과 온도계가 장착되어 있으며, 주 1회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스시료를 채취해 기체크로마토그래피의 FID 분석기로 정량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에디공분산을 이용한 메탄 측정 기간 동안의 주 풍향은 북서풍이나 약간의 계절 변동성을 나타냈다. 
Foot print 분석 결과, 메탄 측정 데이터의 대부분은 측정 타워 반경 200 m 안에 존재하고 있어, 챔버법(타
워로부터 40 m에 위치)을 이용해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또한, 메탄 측정 결과값의 정도
관리를 위해 순복사량과 지중열, 현열 및 잠열을 이용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결정계수가 0.7 이상으로 
측정치에 대해 신뢰할 수 있었다. 수확 후 이앙 전인 2018년 11월부터 4월까지의 메탄 배출량은 일반 대기 
중 농도(약 2 ppm) 수준이었으나, 이앙을 위해 논에 비료 처리 후 담수를 하면서부터 메탄 배출량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챔버법을 이용해 측정한 결과 또한, 에디공분산법을 이용해 측정한 메탄 배출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에디공분산법과 챔버법으로 측정한 메탄 플럭스를 비교한 결과 에디공분산법으로 측정한 
메탄 배출량이 챔버법 측정양보다 다소 낮게 평가 되었는데, 이는 챔버 내 높은 온도와 작물 생육의 변화로 
메탄양이 과대평가되었고, 밤 시간대의 배출량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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