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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관측을 통한 작물 수분 스트레스 지수와 기공전도도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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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기공 개폐에 따라 H2O 배출의 증산과 CO2 흡수의 광합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잎 표면 에너

지 밸런스 및 작물 생장·수량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공전도도(stomatal conductance, gs, mmol m-2 s-1)가 적시에 용이하게 

관측될 수 있다면 작물의 발달, 생장, 생산성 등의 현상 이해 및 예측에 유용하겠다. 하지만, 기존의 gs 관측법은 간편하고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gs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물 지수로는 1980년대 작물의 수분 스트레스를 표현하기 위해 개발된 Crop Water Stress Index 

(CWSI)가 있다(Idos et al., 1981). CWSI는 기공 개폐에 따른 엽온의 변화에 기반한다.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공이 반응

하고 이에 따라 잠열과 현열의 밸런스가 영향을 받아 엽온이 결정된다. 최근 기술 발달로 보다 쉽게 엽온을 도출할 수 있게 되어 

CWSI가 최근 스마트 관수 알고리즘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CWSI를 이용해 새로운 gs 추정 방법을 개발

해 보고자 했다.

[재료 및 방법] 

선행 연구 결과들을 조사해 보면, CWSI는 gs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실험

을 통해 CWSI와 gs의 관계는 음의 선형에 가깝고 기울기는 gs의 최댓값(gs_max)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CWSI와 작물의 gs_max를 알고 있으면, 손쉽게 작물의 gs를 추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작물에서의 CWSI와 gs 관측을 수행하였다. CWSI를 산출하는 다양한 방법론 중 wet & 

dry references를 선택하여 관측을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논문에서 dry reference를 위해 잎에 바세린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

른 봄의 낮은 기온 조건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대안 방법으로 과산화수소수(H2O2)를 잎에 처리하고 

비교 관측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에서 실제 관측한 CWSI와 gs의 상관관계는 기존 연구들과 같이 음의 선형관계를 나타났으며 H2O2의 사용이 바세린보

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다. 보다 정밀하게 방법론이 개선된다면, 열화상 이미지 기반의 CWSI를 통해 gs의 공간

분포도도 추정도 가능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스마트팜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작물 광합성 상태 모니터링 및 관개·

관수를 위한 증산량 추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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