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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세계는 현재 아주 빨리 진행되고 있는 산림 파괴, 
농지전환 및 도시화에 따른 지표 피복 변화와 기후 변

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전지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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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rst domestic expert workshop on surface flux measurement and modeling was held on 10-12 June 2009 in 
Seoul to invigorate research cooperation on soil-vegetation-atmosphere interactions in Korea and to promote 
interdisciplinary studies. This article provides a summary of the workshop presentations and recommend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surface processes in Korea.

Key words: The first domestic expert workshop for surface flux measurement and modeling, soil-vegetation-atmosphere 
interactions, interdisciplinar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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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역 규모의 다양한 규모에서 물 순환과 탄소 순환

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인간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

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연구들이 경고하고 있다 (Costa 
et al., 2003; Feddema et al., 2005; Liu et al., 2008; 
Pielke and Niyogi, 2009; Denman et al., 2007; Shin 
and Kim, 2009). 특히 최근 들어 심해진 태풍 발생 빈

도와 강도, 가뭄의 강도와 홍수, 그리고 강수량의 지역

적 편차에 의한 물 부족 문제와 지속적 경제 발전 문제

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

다. 특히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지표 피

복 변화와 이에 따른 생태계의 탄소 순환 조절 능력이 

미치는 기후 변화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생지

화학 과정 (biogeochemical cycles)의 중요성은 IPCC 
보고서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어 왔다 (e.g., Denman et 
al., 2007).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

하는데 토양-생물-대기 상호작용 연구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토양-생물-대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대기 하부의 대기 경계층을 대기 순환을 결

정하는 무생물적인 경계조건으로 인식하던 시기에서 

지금은 다양한 생지화학과정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계

로 인식하고 있다 (Pielke, 2005). 아울러 이러한 토양-
생물-대기 상호 작용 연구를 위해서는 기상학, 수문학, 
생물학, 생태학, 도시공학, 지질학, 농업산림학, 토양학 

그리고 환경공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학문들간의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며, 따라서 다양한 연구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의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진행되어왔던 토양-생물-대

기 상호 작용 연구를 정리해보고 학제간 연구의 필요

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1차 지표 플럭스 관측 및 모

델링 전문가 워크숍이 국립기상연구소, 국립산림과학

원,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 유량조사

사업단, 한국과학재단, ㈜비앤피, KoFlux와 사단법인 

한국농림기상학회의 후원으로 2009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토양-
생물-대기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국내 연구자들의 첫 

번째 모임으로서 의의를 가진 이번 워크숍은 1) 국내 

지면 플럭스 관련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교환; 2) 관측/모형자료 사용의 극대화를 위한 관측 및 

모형의 융합을 위한 토론; 그리고 3) 자료 처리 및 데이

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방향 모색을 위하여 열렸다. 본 

워크숍 첫날에는 토양-생물-대기 상호 작용 전문가들

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이틀 동안은 

지표 플럭스 관측 장비를 접하고 다룰 수 있는 교육 프

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첫째 날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10여 개의 대학

교, 5개의 연구소와 3개의 회사에서 70여명의 연구자

들이 참여하여 오전에는 국내 관측 현황에 대한 여덟 

건의 발표가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지면 과정의 수치 

모델링에 관한 여덟 개의 발표 및 종합 토론이 수행되

었다. 본 워크숍에 발표된 내용과 토론 내용에 대한 요

약은 다음과 같다. 

2. 회의 I: 지표 플럭스 관측 
   (좌장: 김맹기, 공주대; 임종환, 국립산림과학원)

오전 회의는 지표 플럭스 관측 및 모델링 전문가 워

크숍의 목적과 일정에 관한 간단한 소개로 시작되었으

며, 우리나라와 해외의 다양한 생태계에서 관측되고 

있는 지표 플럭스에 관한 현황 보고와 문제점들에 관

한 발표가 있었다. 연세대학교 권효정 박사는 전세계 

지표 플럭스 관측망인 FluxNet (http://www.fluxnet. 
ornl.org)과 아시아 지표 플럭스 관측망인 AsiaFlux 
(http://asiaflux.net)의 하부구조로서 출범 9년째를 맞

이한 국내 지표 플럭스 관측망인 KoFlux (http://koflux.org)
에 관한 관측 현황을 전반적으로 소개하였다.   KoFlux
는 4곳의 국내 관측지와 남극과 북극의 관측지로 구성

되어있으며, 각 관측지의 관측 장비와 자료 집록 현황 

그리고 자료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특히 최

근 발표된 경기도 광릉 수목원내의 관측지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 교환량의 연간 변동과 설마천 유역의 물수

지의 계절 변화에 대한 의미를 논의하였다. 
유량조사사업단의 이정훈 연구원은 설마천과 청미

천 유역을 중심으로 에디공분산 방법 (eddy-covariance 
method)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증발산 측정에 

관한 발표를 하였다. 수문조사선진화 5개년 계획 중에

서 계획된 증발산 측정 지점에 관련 계획을 소개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증발산 측정망 확장

의 어려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수문학에서 

차지하는 증발산 측정의 중요성과 증발산 일변화의 월

변동에 관한 논의와 강수량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간 

총증발량이 변하지 않음을 관측 사실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얻어진 관측지 주변의 

식생지수와 지면 온도의 공간 분포에 관한 결과를 통

하여 유역내의 대표성있는 증발산값으로 연결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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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도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발표 후에 타워 관측의 

공간 대표성과 규모 확장에 관한 토의가 수행되었다. 
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최태진 박사는 남극의 세종

기지와 북극의 다산 기지에서 관측중인 지표 플럭스 

관측 시스템과 토양 호흡 관측 장비에 대하여 소개하

였다. 지구 온난화와 극지 지역 환경 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측 장비를 소개하고 주변 환경 소개, 
그리고 공간의 불균질성 문제를 간단히 다루었고, 국
내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 호에 장착될 장비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졌다. 발표 후에는 동해안 이산화

탄소 농도의 배경값에 대하여 아라온 호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국립기상연구소 응용기상연구과의 김규랑 박사는 

도시환경변화에 관한 플럭스 관측이라는 제목으로 국

립기상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도시 지역의 플럭스망 관

측과 대청호 주변의 플럭스망 관측 사업에 대하여 발

표하였다. 도시 지역 플럭스관측은 기상환경 영향 평

가 기술 개발 연구사업으로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은

평 뉴타운 개발 지역에서 2006년부터 수행되고 있으

며, 도시 개발에 따른 에너지 수지 변화 감시와 지표 거

칠기 변화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관측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한 관측

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와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일부 이

루어졌다. 도시에서의 지표 플럭스 일변화에 대한 연

구 결과 발표에 대해서 2007년과 2008년의 차이와 야

간의 현열 방출에 관한 질문과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중규모 모형의 성능 평가를 위한 고해상도 관측 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대청호 주변에서 수행중인 관측 시스

템을 소개하였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이길재 연구원은 농경지가 지구 

탄소 순환에서 가지는 이산화탄소 중립과 메탄과 같은 

주요 온실가스의 배출원으로서 가지는 의의를 이야기

하고, 농업 생태계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의미에서의 

이산화탄소 플럭스 관측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

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의 논, 경북 의성의 사과 과수

원, 그리고 전북 김제의 벼-보리 순환 재배 지역에서 

수행되었던 이산화탄소 플럭스 및 메탄 관측, 그리고 

생태 조사, 토양 호흡 및 줄기 호흡 관측에 대한 개요와 

지표 피복 변화에 따른 관측의 어려움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 중인 메탄 관측 방

법과 지표 피복에 변화를 고려하는 관측의 정당성에 

관한 질문과 토의가 진행되었다. 
고려대학교 이나연 박사는 토양 호흡을 구성하는 

자가 호흡 (autotrophic respiration)과 종속 호흡 

(heterotrophic respiration)의 개념을 설명하고, 전체 

호흡에서 자가 호흡이 차지하는 비율이 생태계와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광릉 수목원내의 침

엽수림과 활엽수림에서 각각 관측된 토양 호흡과 자가 

호흡량의 계절 변화와 토양 온도 및 토양 수분과 같은 

환경 변화에 따른 토양 호흡량의 반응에 대한 연구 결

과를 소개하였다. 특히 전체 토양 호흡량에서 자가 호

흡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절 변화를 보일 뿐만 아니

라 수종에 따라서도 다른 계절변화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또한 가뭄에 따른 토양호흡 속도의 반

응이 수종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그것이 자가 호흡

에 의한 반응을 반영하는 것임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

다. 그리고 발표를 통하여 관측 타워에서 관측된 기상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와 함께 월1회 

측정된 토양 호흡 자료가 가지는 한계점에 대한 의견

을 제시하였고, 광릉수목원 관측지에서 제2타워가 있

는 전나무림에서 장기적으로 관측되는 토양 호흡 측정

법에 대한 관측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타워 자

료 공개 방식과 방법에 관한 논의가 발표 후에 진행되

었다. 
부산대학교 오현미 박사는 이어도 해양 기지에서 

에디공분산 시스템으로 관측되고 있는 관측 자료를 처

리하는 방법과 그 의미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소개된 

자료 처리 과정은 10Hz로 측정된 자료를 다양한 수학

적 물리적 방법으로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고, 품질 검

증 이후 제거된 자료의 제거율과 풍속, 상대습도, 파도 

높이, 그리고 시정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양

한 좌표 변환 방법으로부터 계산된 운동량 플럭스, 현
열 및 잠열 플럭스 값의 차이를 정량화 하였다. 그리고 

해양에서의 항력 계수 (drag coefficient)가 대기 안정

도에 따라 계절 변화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발표 후

에는 해양에서 좌표 변환이 필요한 이유와 대기가 안

정할 때 상대적으로 다른 항력 계수에 관한 질문이 있

었다. 
연세대학교 홍진규 박사는 AsiaFlux의 비전과 목표

를 소개하고 관측 자료 처리의 표준화가 필요함을 역

설하였다. 이러한 자료 처리 표준화의 필요성에 따라 

KoFlux에서 수행된 자료 처리 표준화 노력과 그 결과

를 소개하였다. 특히 발표에서는 다양한 자료 처리 방

법의 장단점을 되짚어보고 어떤 기준으로 자료 처리 

방법을 결정하였는지 설명하였다. 발표 후에는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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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방법에서 개회로 기체 분석기 값을 활용한 튀

는 자료 처리에 관한 질문이 있었으며, KoFlux에서 표

준화된 자료 처리 방법을 다른 목적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과 자료 공유에 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3. 회의 II: 지표 플럭스 모델링 
   (좌장: 하경자, 부산대; 김성준, 건국대)

오후에는 토양-생물-대기 상호 작용의 수치 모델링

에 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강원대의 장근창 

연구원은 위성 원격탐사 알고리즘 평가를 위한 플럭스 

자료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위성 영상을 통하

여 얻어진 지표 플럭스 (예, 총일차생산량, 증발산량, 
식물 계절학) 결과와 점봉산과 계방산 장기생태관측감

시 관측지, 광릉 수목원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

태생리학 관측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위성 영상을 통

한 증발산 계산을 위한 알고리즘 소개와 알고리즘 평

가를 위하여 한국, 일본, 중국의 플럭스 관측지 자료를 

활용한 사례 연구를 소개하였고, 중규모 기상 모형 

MM5와 위성 자료를 결합하여 지표 플럭스의 보다 연

속적인 공간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에 대하여 소개하였

다. 
건국대학교 김성준 교수는 수문학 연구자의 입장에

서 수문 모형에서 지표 플럭스를 계산할 때 필요한 매

개 변수들에 관한 발표를 하였다. 모형 내에서 상태 변

수와 매개 변수를 구분하고, 다양한 생물권 모형 

(biosphere model)을 활용하여 유역단위의 물수지 연

구를 위한 사례 연구를 보여주었고, 모형의 매개 변수

를 보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모형에

서 지면 과정을 다루는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위성 영상과 생물권 모형을 이용하여 증발산량을 추정

하는 과정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관측

된 증발산, 토양 수분, 지하수를 이용한 분포형 모형의 

검보정, 모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식생 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희대학교의 정유란 박사는 대표적 생물권 모형의 

하나인 SiB2 (Simple Biosphere model version 2)와 

ArcGIS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ArcSiB2라는 연구 도구

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생물권 모형을 구동하기 위하

여 식생 및 토양에 공간 정보와 기상 정보를 만들어내

는 과정을 설명하고 타워에서 관측된 지표 플럭스 자

료를 활용한 모형 검증 방법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보

다 나은 실용성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발표 후 모형 구

동을 위한 공간자료 산출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경북대학교 이영희 교수는 생물권 모형중의 하나인 

CLM (Community Land Model)을 구동하였을 때 잠

열의 계절 변화를 잘 모사하지 못함을 알아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모형에 유기물층을 넣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모형의 토양 상부에 

유기물층을 넣음으로써 변한 열적 성질로 인하여 모형

의 성능이 개선될 수 있음을 KoFlux 관측지에서 얻어

진 결과를 활용하여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대학의 Ichii 교수는 지상의 타워에서 관

측된 자료와 위성 자료를 활용하는 하나의 예로서 육

상 생태계 모형의 주관적 개선 방법에 대하여 발표하

였다. 육상 생태계 모형이 가지는 불확실성의 원인을 

언급하고 FluxNet에서 관측된 지표 플럭스 자료와 위

성 영상에서 계산된 지표 플럭스 공간 정보로부터 모

형의 최적화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하였다. 특히 강설 과정, 뿌리층 깊이, 광이용효율 

(light use efficiency)이 모형의 최적화에 얼마나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었다. 
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과의 변영화 박사는 기후 

모델에서의 지면 과정의 역할 및 최근의 모델 개발 동

향에 발표를 통해 토양-식생-대기 사이의 에너지 및 물 

교환에 의한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함께 기후변화 예측

에 있어 기후-탄소 순환 되먹임작용 (feedback)의 중요

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기상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

구시스템모델링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기후 변화에 대응

하는 감시-예측-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

술 융합, 관측-모델 상호 진화 및 검증/해석 기술의 필

요성을 역설하였고 최근 연구 동향을 소개하였다. 
연세대학교 설경희 연구원은 ARM (Atmospheric 

Radiation Measurement) 프로그램을 통해서 1997년 

여름에 관측된 지표 플럭스 자료를 활용하여 네가지 

서로 다른 생물권 모형이 만들어내는 지표 플럭스의 

차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관측된 순

복사, 하향 및 상향 장파 복사, 현열, 잠열, 지중열 플럭

스와의 비교를 통하여 각각의 생물권 모형이 계산하는 

방식을 비교하고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그리고 알베도, 식생 비율, 거칠기 길이 

(roughness length)의 기본값 차이에 의한 결과 차이도 

정량화하였다. 
연세대학교 홍진규 박사는 지상 관측 자료를 이용

하여 지구시스템 모델을 구성하는 각각의 하부 모형들

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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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모형 검증은 대기 모형에

서 수치 모사된 대기의 온도, 운량, 에어로솔, 광학 두

께의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생

물권 모형의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밝혀내는 

연구와 한반도 증발산 공간 분포를 생산하는 진단 모

형을 관측 자료로부터 어떻게 최적화하는지를 보여주

었다. 그리고 수치 모형이 어떻게 관측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발자국 모형 (footprint mod-
el)과 복잡 지형에서의 공기 흐름 수치 모사 결과를 활

용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권효정 박사는 

연구자들간의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연구와 공동연

구의 극대화를 위한 관측 자료의 공개와 공유 방안에 

대해 언급 하였고, 현재 생물권 모형의 장단점과 개발 

상황을 지표 플럭스 모델링 연구 공동체와 대기 모델

링 연구 공동체로 나누어 소개하는 발표와 질문이 진

행되었다. 

3. 맺음말

이번 제1차 지표 플럭스 관측 및 모델링 전문가 워

크숍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그 동안 국내에서 저변이 확대된 토양-생물-대기 

상호작용 연구자들간의 상호 인지와 공동연구 가능성

을 확대하였다. 
2) 국내의 다양한 생태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측

자들간의 자료 공유, 자료 처리 방법의 표준화, 관측 시

스템 및 보정 시스템 비교를 통하여 향후 관측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3) 인공 위성과 수치 모형을 사용하여 토양-생물-대

기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관측 자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4) 관측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여 원격 탐사와 수치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선 방향에 관한 다

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고, 관측자들에게 수치 모형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5) 지표 플럭스 관측과 자료 처리가 가지는 어려움

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이루어졌으며, 기후 변화 과학

으로서의 지표 플럭스 관측 및 모델링의 중요한 역할

을 공유하게 되었다.
워크숍 이후에 실시된 설문 조사를 통하여 1) 향후 

국내의 전문가들을 아우르는 워크숍이 계속 진행되어

야 한다는 점과; 2) 국내 연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고; 3) 발표된 연구 결

과의 국내 논문 특별호 추진에 관한 의견도 논의되었

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 주제를 짧은 시간에 다루는 한

계로 인한 토론 시간의 부족과 소규모 토론의 필요성,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의 용어 정리의 

필요성, 보다 열린 분위기의 토론 필요성도 제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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