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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비에 따른 ‘신고’배 수체 및 재배지 토양의 탄소 및 질소 저장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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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determined the total C and N stocks in trees and soils after 1 year of fertilization in an experimental orchard 

with 16-year-old ‘Niitaka’ pear (Pyrus pyrifolia Nakai cv. Niitaka) trees planted at 5.0 m × 3.0 m spacing on a Tatura trellis 

system. Pear trees were fertilized at the rate of 200 kg N, 130 kg P and 180 kg K ha
-1

. At the sampling time (August 2013), 

trees were uprooted, separated into six fractions [trunk, main branches, lateral branches (including shoots), leaves, fruit, and 

roots] and analyzed for their total C and N concentrations and dry masses. Soil samples were collected from 0 to 0.6 m in 

0.1 m intervals at 0.5 m from the trunk, air-dried, passed through a 2-mm sieve, and analyzed for total C and N concentrations. 

Undisturbed soil core samples were also taken to determine the bulk density. Dry mass per tree was 5.6 kg for trunk, 12.0 

kg for main branches, 15.7 kg for lateral branches, 5.7 kg for leaves, 9.8 kg for fruits, and 10.5 kg for roots. Total amounts 

of C and N per tree were respectively 2.6 and 0.02 kg for trunk, 5.5 and 0.04 kg for main branches, 7.2 and 0.07 kg for lateral 

branches, 2.6 and 0.11 kg for leaves, 4.0 and 0.03 kg for fruit, and 4.8 and 0.05 kg for roots. Carbon and N stocks stored 

in the soil per hectare were 155.7 and 14.0 Mg, respectively, while those contained in pear trees were 17.8 and 0.2 Mg･ha
-1

based on a tree density of 667 trees/ha. Overall, C and N stocks per hectare stored in the pear orchard were 173.6 and 14.2 

Mg, respectively. Compared with results obtained in 2012, the amounts of C stocks have increased by 17.7 Mg･ha
-1

, while those 

of N stocks remained virtually unchanged (0.66 Mg･ha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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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국가간 기후변화 협의체인 IPCC에서는 2006년 농업분야

의 온실가스 배출권 측정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였다

(IPCC, 2006). 이 지침에서는 작물이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는

지 평가하기 위하여 순1차생산량(Net Primary Productivity, 

NPP)을 측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NPP는 작물의 연간 생

체중 변화량을 말한다. Lee et al.(2008)은 사과 ‘후지’의 NPP

는 과실을 제외하고 연간 0.44kg C･m
-2
이라 하였으며, Kim et 

al.(2005)은 우리나라 한대낙엽수림의 NPP를 4.8Mg C･h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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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하였다. Pyo et al.(2003)은 잣나무 조림지에서의 연

간 CO2 고정량이 42.5Mg CO2･ha
-1
라고 하였다. 그러나 IPCC

는 탄소의 변화량을 제시하도록 했던 Tier 2 수준보다, Tier 

3 수준에서는 보다 더 정밀한 탄소 변화량을 산출하도록 제

시하고 있다. Tier 3 수준에서는 Tier 2 수준의 산정에 재배

지 관리를 포함한 지역적인 특성과 통계적 방법을 적용한 

좀 더 정밀한 측정을 요구하고 있다(IPCC, 2006).

Lee et al.(2005)은 광릉 낙엽활엽수림에 축적된 총탄소량

이 258.4Mg C･ha
-1
이며, 여기에 토양 30cm 깊이까지 탄소

가 89.3Mg C･ha
-1

 축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산

림의 탄소 흡수량을 산정할 때, 나무가 저장한 NPP 변화량 

뿐만 아니라 토양에 격리된 탄소량의 변화도 함께 측정하는 

것이 Tier 3 수준의 탄소 흡수량 평가에 필수적임을 단적으

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산림과는 달리 농경지에서는 비료처

리에 따른 토양 탄소 변화량도 주목해야 한다. Lee et al. 

(2010)은 장기간의 비료처리가 농경지의 토양 탄소량을 증

가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이는 토양의 질과 작물의 생

산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Lim et al.(2012)은 토양

의 탄소함량은 장기간 시용한 비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고 하였다. 하지만 국내의 농업부문에서는 아직까지 농작물

에 저장되는 탄소량과 비료처리에 따른 토양 탄소 흡수와 

배출권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과수 재배 면적은 2012년 통계에 의하면, 노지에서 

1523.87km
2
, 시설 재배지에서 895.41km

2
로 총 2419.28km

2 

면적으로 전체 농경지의 약 14%에 해당한다(KOSIS, 2010). 

이는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중에서 논과 밭에 비해 높은 비

율이라고 볼 수 없으나, IPCC 2006 지침에 따른 농작물에 

의한 온실가스 격리를 평가할 경우에 과수의 중요성은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Lee et al., 2013). 국내 과수 재

배지는 2012년 기준으로 사과 재배지가 307.34km
2
로 가장 

넓었으나, 배 재배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KOSIS, 2010). 

배(Pyrus pyrifolia Nakai)는 배나무속(Pyrus)에 속하는 낙

엽성 교목으로, 한국에서는 1906년 일본에서 개량된 남방형 

동양배 품종이 도입되어 재배되고 있다(RDA, 2000). 그 중 

‘신고(Niitaka)’배는 일본에서 1927년 육성되었는데, 나무

의 세력이 강하고 크게 자라는 성질로 인해 생산성이 높아 

한국에는 1930년대에 도입되어 주로 재배되고 있다(RDA, 

2000).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배는 143.53km
2
 면적으로, 그 

중 83%인 118.66km
2
에서 ‘신고’배가 재배되고 있다(KOSIS, 

2010). 이에 따라, 최근 Lee et al.(2013)은 재배면적의 증가

로 온실가스 흡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배 과수원에서 

Y자 수형의 15년생 ‘신고’ 배를 대상으로 수체와 토양의 탄

소와 질소 저장량(stocks)을 산정하였다(탄소: 155.95Mg･ha
-1
, 

질소: 13.54Mg･ha
-1

).

따라서 본 연구는 IPCC 2006 지침에 의거하여 국내 배 

재배지 내 수체와 토양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와 질소의 양

을 평가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1년 동안의 시비에 따라 배 

과수원의 수체 및 토양의 탄소와 질소 저장량 변화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신고’배 과수원에서의 수체와 토

양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 및 질소 저장량(stocks)을 산정하

였으며, 이를 동일한 지역에서 수행한 전년도의 연구결과

(Lee et al., 2013)와 비교하여 그 차를 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포장

시험 재료는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배시

험장 재배포장에 5.0 × 3.0m 간격으로 재식(재식밀도: 667 

trees/ha)한 Y자형 신고(Pyrus pyrifolia Nakai cv. Niitaka) 16

년생을 사용하였고, 평균 수고는 2.5m였다. 본 시험포장에서

는 농촌진흥청 배나무 표준재배법(RDA, 2000)에 따라 관수

와 시비를 비롯한 시험수의 일반적인 재배관리를 하였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2012년-2013년)에는 15년-17년생 배

나무의 시비 기준인 질소, 인, 칼륨이 각각 200kg N･ha
-1
, 130 

kg P･ha
-1
, 180kg K･ha

-1 
시비되었다. 2012년에 선정했던 나무 

중 배나무 3주(3반복)를 선정하여 2013년 8월에 실험수로 사

용하였다. 시험포장의 토양은 Udalfs 아목에 속하며 자갈이나 

모래가 거의 없고, 심토에 경반층이 있어 배수가 불량하다. 

식물체 채취 및 분석

수체의 지상부는 과일과 잎을 먼저 수확한 후 주간, 주지, 

측지를 각각 절단하고 지하부는 뿌리가 분포하는 대략 1m 

정도 깊이까지 굴취하여 수확하지 못한 일부 잔뿌리를 제

외한 전체부위를 채취하였다. 과일은 수량을 기록한 후 과

육, 과심, 과피로 나누었다. 잎은 총 개수를 기록하였다. 수

체의 각 부위는 세척한 후 생체중을 측정하였으며, 건조오

븐(DS-80-2, Dasol Scientific Co., Korea)에서 65°C로 건조

시킨 후 건물중을 측정하였다. 수체 각 부위 시료 일부를 

골고루 취하여 분쇄기(MM301, Retsch GmbH & Co., Haan, 

Germany)로 곱게 갈아 균질화 시킨 후, 원소분석기(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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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tal C and N concentrations of pear orchard soils.

Depth 

(cm)

Total C

(g･kg
-1

)

Total N

(g･kg
-1

)

 0 - 10 52.37 ± 11.10
z
 a

y
4.87 ± 1.23 a

11 - 20 20.85 ± 1.75 b 1.95 ± 0.13 b

21 - 30 14.68 ± 1.60 bc 1.29 ± 0.11 bc

31 - 40 12.24 ± 1.58 c 1.09 ± 0.08 bc

41 - 50 11.89 ± 3.36 c 1.12 ± 0.24 bc

51 - 60 9.38 ± 2.94 c 0.91 ± 0.23 c
z
The values are given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 = 3). 
y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Table 2. C and N stocks stored in pear orchard soils.

Depth 

(cm)

Carbon

(Mg･ha
-1

)
z

Nitrogen

(Mg･ha
-1

)
z

 0 - 10  55.44 ± 8.53 a
y

 4.69 ± 0.75 a
y

11 - 20
x

 30.35 ± 2.06 b  2.84 ± 0.08 b

21 - 30  21.35 ± 1.78 c  1.88 ± 0.88 c

31 - 40  17.79 ± 1.60 c  1.59 ± 0.05 c

41 - 50  17.24 ± 4.34 c  1.63 ± 0.33 c

51 - 60  13.56 ± 3.78 c  1.32 ± 0.29 c

Total 155.73 ± 11.49 13.95 ± 1.28
z
The values are given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 = 3). 
y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x
Bulk densities below 10 cm soil depth are assumed equal 

to value of bulk density at 11 - 20 cm depth.

2000, Thermo Scientific, Cambridge, UK)로 총 탄소와 총 

질소함량을 분석하였다. 과일의 경우 3부분(과육, 과심, 과

피)으로 나누었으므로, 건물중에 가중치를 두어 평균 탄소 

및 질소 함량을 구하였다.

토양 채취 및 분석

토양의 물리적인 특성으로 토성과 전용적밀도를 분석하

였다. 토성은 토양을 풍건한 후 2mm 표준 체를 통과한 시료

를 과산화수소수[30%(w/v) H2O2]로 토양유기물을 제거한 

후 wet-sieving/pippette법으로 분석하였다(Day, 1965). 전용

적밀도는 표토와 심토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직경 5cm 

코어를 이용하여 각각 0-10cm, 11-20cm 깊이에서 채취한 

후, 코어 내의 토양을 건조하여(105°C, 48시간) 건토의 중량

으로 분석하였다.

토양의 화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배나무 주간으로

부터 약 50c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지표로부터 60cm 깊이

까지 10cm 간격으로 3반복으로 채취하였다. 채취한 토양

은 바로 2 M KCl로 침출하여 질소자동분석기(Kjeltec Auto 

1035/1038 System, Tecator AB, Sweden)로 무기태질소(NH4

+
-N 

및 NO3

-
-N)를 측정하였다. 남은 토양은 풍건하여 2mm 체로 

거른 후 일부를 골고루 취해 분쇄기(MM400, Retsch GmbH 

& Co., Haan, Germany)로 곱게 갈아 균질화 시켰다. 간 토

양 일부를 tin capsule에 담아 원소분석기(Flash 2000, Thermo 

Scientific, Cambridge, UK)로 총 탄소와 총 질소 함량을 분

석하였다.

통계분석

수체와 토양의 탄소와 질소 함량, 토양 무기태 질소농도

는 SAS 9.3 Software(SAS Institute, 1988)를 이용하여 5% 

유의수준에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하여 평균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재배포장의 토성은 자갈과 모래가 거의 없는 미사질 점토

(silt clay: 모래 71g･kg
-1

, 미사 419g･kg
-1

, 점토 510g･kg
-1

)이

었다. 심층(1.34Mg･m
-3

)의 전용적 밀도는 표층(0.98Mg･m
-3

)

보다 높았는데, 이는 토양 표층(0-10cm)의 총 탄소함량이 

52.37g･kg
-1
로 높았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이 값은 우리나라 

배 재배적지 평균인 약 20-30g･kg
-1
(NIHHS, 2011)보다 높았

다(Table 1). 토양 내 총 탄소와 질소 함량은 모두 토심이 

깊어질수록 낮아졌다(Table 1). 총 탄소와 질소 함량의 감소 

정도는 토심 20cm부근에서 가장 컸는데, 이는 당해 년도의 

낙엽과 낙과에 의해 표층에 쌓인 유기물이 경반층으로 인해 

깊이 20cm까지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Rouhier et 

al.(1994)은 토양탄소의 동위원소분할 연구를 통해 표층 토

양탄소의 값이 밤나무 잎의 값과 12개월을 주기로 같게 나

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낙엽이 토양탄소의 주요 공급원임

을 보여주었다. 토양의 깊이 별 총 탄소 및 질소 함량과 전용

적 밀도로부터 단위면적당 탄소 및 질소의 저장량을 깊이 

별로 산정하였다(Table 2). 이 역시 토심이 깊어질수록 탄소

와 질소의 토양저장량은 감소하였으며, 토심 20cm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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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organic nitrogen concentrations of pear orchard 

soils.

Depth 

(cm)

NH4
+
-N

(mg･kg
-1

)

NO3
-
 -N

(mg･kg
-1

)

0 - 10 3.44 ± 0.24
z
 ab

y
32.70 ± 4.74 a

11 - 20 6.09 ± 6.73 a 21.70 ± 1.74 b

21 - 30 2.11 ± 1.09 ab 13.95 ± 2.60 c

31 - 40 0.96 ± 0.50 ab 10.30 ± 1.97 cd

41 - 50 1.85 ± 2.03 ab 7.42 ± 1.34 de

51 - 60 0.57 ± 0.49 b 4.71 ± 0.99 e
z
The values are given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 = 3). 
y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Table 3. Fresh and dry mass of each part of pear trees. 

Tree parts
Amount

(number/tree)

Fresh mass 

(kg/tree)

Dry mass 

(kg/tree)

Trunk 1 ± 0.00
z

10.70 ± 1.54 5.56 ± 0.84

Main branches 2 ± 0.00 20.68 ± 6.41 11.96 ± 4.42

Lateral branches 260 ± 54.67 28.12 ± 14.35 15.69 ± 8.83

Leaves 7,316 ± 1,229 8.13 ± 1.97 5.71 ± 2.91

Fruit 116 ± 15.59 68.46 ± 9.20 9.81 ± 1.32

Peel 4.38 ± 0.59 1.00 ± 0.13

Core 5.07 ± 0.68 0.82 ± 0.11

Flesh 59.01 ± 7.93 7.99 ± 1.07

Roots 1 ± 0.00 21.33 ± 4.72 10.53 ± 2.53
z
The values are given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 = 3).

Table 5. Amounts of C and N contained in each part of pear 

trees.

Tree parts
Carbon

(kg/tree)

Nitrogen 

(kg/tree)

Trunk 2.63 ± 0.40
z
 b

y
0.02 ± 0.01 c

Main branches 5.51 ± 1.93 ab 0.04 ± 0.02 bc

Lateral branches 7.19 ± 4.03 a 0.07 ± 0.04 ab

Leaves 2.59 ± 1.31 b 0.11 ± 0.05 a

Fruit 4.05 ± 0.54 b 0.03 ± 0.00 bc

Roots 4.77 ± 1.15 ab 0.05 ± 0.02 bc 
z
The values are given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 = 3). 
y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represent 

result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으로 함량의 감소가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수체의 각 부위별 생체중은 과실에서 가장 무거웠으나, 

건물중은 신초를 포함한 측지에서 가장 무거웠다(Table 3). 

이는 Y자 수형의 배나무에는 주간에서 유인된 두 개의 주지

에 신초(1년생)로부터 8년생까지의 측지가 많이 생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측지에서 건물중에 기여하는 정도는 신초가 가

장 컸다(4.22kg/tree). 2년생 측지부터 건물중이 감소하였

으나, 어떤 특정한 경향은 없었다. 이는 전정과 같은 측지 

조절, 적과 등에 의한 복합효과(Lee et al., 2013)로 볼 수 

있으나, 배나무 재배 지역의 기상조건 및 배나무의 생장조

건의 변화 역시 연차별 생체중과 건물중에 영향을 주었다

고 볼 수 있다(Kozlowski, 1964; Wilson, 2000). 과일의 경

우 생체중과 건물중 모두 과육에서 가장 무거웠다. 생체중

은 과피보다 과심이 무거웠으나, 건물중은 그 반대였다. 시

료 채취 당시 과수원 토양단면 내 무기태 질소(NH4

+
-N 및 

NO3

-
-N) 농도는 과수가 생육하는 데 질소가 부족하지 않게 

공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전반적으로 질산

태 질소의 농도가 암모늄태 질소의 농도보다 높았는데, 이

는 재배지 토양의 통기성이 나쁘지 않아 뿌리의 흡수능력

이 저해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Ro and Park, 

2000).

수체의 각 부위가 지닌 탄소의 양은 측지에서 가장 높았

으나 잎에서 가장 낮았다(Table 5). 반면 질소의 양은 잎에

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측지에서 높았다. 측지가 지

닌 질소의 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건물중함량이 높은 

신초(Table 3)를 포함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1년생 

부위인 과일과 잎이 지닌 탄소의 양 역시 많았는데(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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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 and N stocks of pear trees estimated based on 

a tree density of 667 trees/ha.

Tree parts
Carbon

(Mg･ha
-1

)

Nitrogen

(Mg･ha
-1

)

Trunk 1.75 ± 0.26
z
 b

y
0.01 ± 0.01 c

Main branches 3.68 ± 1.28 ab 0.03 ± 0.01 bc

Lateral branches 4.79 ± 2.68 a 0.05 ± 0.03 ab

Leaves 1.73 ± 0.87 b 0.07 ± 0.03 a

Fruit 2.70 ± 0.36 b 0.02 ± 0.00 bc

Roots 3.18 ± 0.77 ab 0.04 ± 0.01 bc 

Total 17.83 ± 5.33 0.22 ± 0.88
z
The values are given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 = 3). 
y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과일은 매년 수확하지만 잎은 낙엽으로 과수원에서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과수원에서 상당량의 탄소가 없어질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배나무 과수원에서의 탄소격리 효율과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과일과 잎의 관리가 앞으로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과일의 경우, 탄소 및 질소 함량은 

과심에서 가장 높았으나, 과육의 건물중이 가장 무거웠기 

때문에 과일의 탄소와 질소의 양에 미치는 영향은 과육이 

가장 컸다(자료 제시하지 않았음). 사과의 경우 질소뿐만 아

니라 Ca, Mg, K 및 P도 비슷한 경향이었다(Perring, 1984). 

이러한 결과로 보면 상당량의 영양소가 과심에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과일 전체로 보았을 때 과육이 

건물중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과심은 8%정도 

밖에 되지 않아, 총량에 미치는 과심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Lee et al., 2013).

수체의 각 부위별 탄질비는 잎에서는 상당히 낮았던 반

면, 다른 부위에서는 높았는데, 이 결과는 지난해의 결과

(Lee et al., 2013)와 같았다. 특히 잎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

서 탄질비는 지난해 결과보다 높아졌다. 이는 배나무가 지

난해에 비해 질소보다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였기 때문이

라 생각할 수 있었다. 주간을 제외한 다른 목질부 부위의 

주당 탄소의 양은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탄소동화산물이 

저장된 부위의 저장크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였다. 반면 질

소의 경우 탄소의 양이 많은 목질부 부위 외에 잎에서도 상

당히 많았다(Table 5). 탄소동화산물은 일반적으로 생육초

기에는 잎으로 많이 이동하지만, 생육후기에는 뿌리로 가장 

많이 이동하여 저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uhier et al., 

1994). 그러나 이러한 부위별 저장 특성은 수목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uhier et al., 1994). 반면 질소의 

양은 잎에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잎에 엽록소 함량이 높았

기 때문이다(Field, 1983; Hopkins, 2008; Niinemets, 1997). 

Field(1983)는 잎의 위치에 따라서도 질소함량의 차이가 난

다고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관한 것은 목적 

밖으로 측정하지 않았다. 수체의 탄소 및 질소 함량은 부위

별로 차이가 많았으나, 부위별 건물중(Table 3)의 영향으로 

부위별 차이는 감소하였다(Table 5).

배나무 각 부위별 건물중과 재식밀도(667trees/ha)를 이용

하여 환산한 배나무의 주당 탄소와 질소의 양은 Table 6과 

같다. 배나무의 NPP는 수체가 저장한 탄소의 양으로 1ha당 

17.83Mg이었으며, 지난해의 결과(17.66Mg)와 비교하면 1

년동안 시비에 의해 0.17Mg이 증가하였다. 배나무의 경우 

매년 전정을 통해 1년생 가지의 90%이상이 제거됨에도 불

구하고 NPP가 증가한 것은 이러한 수세관리가 수체의 광합

성 증가와 이에 따른 건물중 증가를 유도하였기 때문이라 

판단하였다. 신초를 제외한 과일과 잎의 탄소량은 주당 탄

소량의 24.8%정도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Table 

5). 현재 농경지에서의 온실가스흡수 평가에는 낙엽과 과일

은 아직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IPCC, 2006), 앞으로 배나무

의 NPP를 크게 좌우하는 과일과 잎에 의한 탄소저장량을 

온실가스흡수 산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2년 동안 측정한 배나무 수체 내에 저장된 탄소 저장량의 

차이를 통해 ‘신고’배 과수원의 NPP과 토양탄소저장량의 

변화를 계산하였다(Table 7). 과일과 잎은 IPCC 2006 지침

의 Tier 3 접근에 의해서는 NPP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NPP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매년 제거되는 

과일과 잎을 제외하면 뿌리에서의 NPP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주간과 주지의 경우 작년과 비교(Lee et al, 2013) 

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과일과 잎이 수체의 NPP를 높이는 데 큰 비중

을 차지하며, 탄소의 저장량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재배지 토양의 탄소 저장량은 작년 결과(Lee et al., 

2013)와 비교하였을 때, 17.4Mg C･ha
-1
 증가하였다(Table 7). 

매해 농촌진흥청 배나무 표준재배법(RDA, 2000)에 따른 일

정한 관수와 시비관리로 재배되는 것만으로도 토양 탄소의 

저장량이 증가되었다. 일반적으로 시비관리가 적절하게 이

뤄지는 토양은 이산화탄소를 23-46kg･ha
-1
･year

-1
 고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IPCC, 2006). 따라서 적절한 시비와 

전정을 통해 배나무 관리를 한다면, 배나무 재배지가 온실 



Kor. J. Hort. Sci. Technol. 33(4), August 2015596

Table 7. Increases in carbon stocks stored in a pear orchard between two consecutive years (2012-2013).

Tree Soil

Tree organs
2012 (A)

z

(Mg C･ha
-1

)

2013 (B)

(Mg C･ha
-1

)

Depth

(cm)

2012 (C)
z

(Mg C･ha
-1

)

2013 (D)

(Mg C･ha
-1

)

Trunk 1.51 1.75  0 - 10 33.54 55.44

Main branches 4.28 3.68 11 - 20
y

25.63 30.35

Lateral branches 4.26 4.79 21 - 30 25.04 21.35

Leaves N.I.
x

N.I. 31 - 40 21.73 17.79

Fruit N.I. N.I. 41 - 50 17.84 17.24

Roots 1.79 3.18 51 - 60 14.52 13.56

ΔNPP = B - A = 1.56 ΔCarbon Stocks = D - C = 17.43
z
Data from previous study (Lee et al., 2013).
y
Bulk densities below 10 cm soil depth are assumed equal to value of bulk density at 11 - 20 cm depth.
x
Not included in the net primary productivity (NPP) calculation according to Tier 3 approach of 2006 IPCC guidelines.

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바는 더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년동안의 시비에 따른 배나무 수체와 토양에 

저장되는 탄소와 질소량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당해 년도의 

토양 탄소 저장량은 155.7Mg, 질소 저장량은 14.0Mg이었으

며, 재식밀도당 배나무 수체에 저장된 탄소량은 17.8Mg･ha
-1
, 

질소량은 0.2Mg･ha
-1
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도의 결과

(Lee et al., 2013)와 비교하면, 배 과수원의 탄소 저장량은 

17.7Mg･ha
-1 

증가한 반면, 질소저장량(0.66Mg･ha
-1
)은 큰 변

화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IPCC 2006 지침에 의거한 Tier 3 단계에의 

적용과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다년생 과수의 경우 주요 탄소 저장 부위(Table 6)인 과일과 

잎의 관리 방안도 함께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제시

한다.

초  록

IPCC 2006 지침에서 제시한 Tier 3 수준에 맞게 배나무 

과수원의 온실가스 저장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신고(Pyrus 

pyrifolia Nakai cv. Niitaka)’ 배 재배지를 대상으로 1년 시비

에 따른 과수와 재배지 토양의 총 탄소와 질소 저장량을 평

가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배시험장 재배포장에서 5.0 × 3.0으로 재식된 Y수형의 16년

생 ‘신고’배에 질소와 인, 칼륨비료를 각각 200kg N･ha
-1

, 

130kg P･ha
-1

, 180kg K･ha
-1 

시비하였다.

2013년 8월, 배나무 수체와 토양의 총탄소와 질소 함량을 

평가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하였다. 과수는 굴취하여 주간, 

주지, 측지, 잎, 과일, 뿌리로 분류하여, 총탄소와 질소 함량, 

건중량을 조사하였다. 토양은 과수 주간으로부터 약 0.5m 

떨어진 지점에서 0.6cm 깊이까지 0.1m 간격으로 토양을 채

취하여, 풍건한 뒤 2mm체에 통과시킨 시료를 채취하여 총

탄소와 질소 함량을 분석하였다. 나무 한 그루당 건중량은 

주간은 5.6kg, 주지는 12.0kg, 측지는 15.7kg, 잎은 5.7kg, 과

일은 9.8kg, 뿌리가 10.5kg 이었다. 나무 한 그루당 총탄소와 

질소 함량은 주간에서 2.6C kg, 0.02N kg였고, 주지는 5.5C 

kg, 0.04N kg, 측지는 7.2C kg, 0.07N kg, 잎은 2.6C kg, 

0.11N kg, 과일은 4.0C kg, 0.03N kg, 뿌리에서는 4.8C kg, 

0.05N kg이였다. 재식밀도(667trees/ha)를 기준으로 산정하

였을 때, 토양에 저장되는 탄소량은 155.7Mg, 질소량은 14.0 

Mg이였으며, 수체에 저장되는 탄소량은 17.8Mg･ha
-1

, 질소

량은 0.2Mg･ha
-1
이였다. 따라서 배나무 재배지 내에 저장되

는 총탄소량은 173.6Mg였으며, 질소량은 14.2Mg이었다. 이

를 작년 2012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1년 시비 결과 배 

과수원의 탄소 저장량은 17.7Mg･ha
-1 

증가하였으나, 질소 

저장량은 변화가 거의 없었다(0.66Mg･ha
-1

).

추가 주요어 : 탄소 격리량, 비료 시비, IPCC 2006 guideline, 

순 1차 생산량, 배 재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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