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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4) 다층 플럭스 관측자료와 GIS를 이용한 국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인벤토리 검증

박창현 ․ 이순환1) ․ 박재형2) ․ 이영태3)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1)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2)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3)국립기상과학원 관측예보연구과

1. 서론 

일반적으로 탄소 배출량 검증 방법에는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법이 이용된다. 상향식 접근법은 산업, 주거, 상
업, 도로 등의 독립적인 영역에 대해 통계적 정보를 조사하고 사용연료 종류의 탄소 함유량과 연결하여 배출량

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반면, 하향식 접근법은 주로 실험과 측정에 의한 다운스케일링 방법으로, 초기 관측치를 

이용하는 역계산법과 국지규모의 탄소 플럭스를 직접 관측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상향식 접근법

은 통계조사 과정에서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원이 복잡한 국지규모에 적용하기에는 불확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지 플럭스 자료를 사용하여 상향식 접근법으로 작성된 국지 인벤토리를 검증하는 방법

을 제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이산화탄소 플럭스는 전라남도 보성군에 위치한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상 60 m, 140 m, 300 m 높이에서 5년

간(2015~2019년) 관측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초음파풍향풍속계와 적외선 CO2 측정기를 통해 관측한 이산화

탄소 플럭스 자료는 층별 탄소 유효발자국 영역 (90% CI) 내에서 추정하였다. 국지 인벤토리는 한국전력공사 

계약형태별 전력사용량과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GIS 툴을 이용하여 발자국 영역에 대

해서만 추출하여 총 누적 CO2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플럭스 시계열 자료는 전형적인 계절별, 일별 변화를 보였고, 측고가 상승하면서 발자국 영역이 넓어짐에 따

라 인위적인 이산화탄소 플럭스는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300 m 발자국 영역(보성군, 고흥군 일부 지역)에 

대해 상향식 접근법으로 계산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69,000 kgCO2/yr이며, 이는 직접 측정한 국지 플럭스

와 비교할 때 약 < 20% 낮게 평가된 양으로 인벤토리에 포함되지 않은 국지 배출원이 연구 대상지역에 산재해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방법은 기존 배출량 인벤토리의 국지 불확도를 낮추고 정밀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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