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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21th century,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fundamental issue. Greenhouses gases are pointed as the main cause 
of climate change. Soil play a vital role of carbon sink and also can be a huge source of greenhouse gases defense on the 
management. Flux of greenhouse gases is not the only factor can be changed by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can alter 
proper management. Temperature change will modify crop planting and harvesting date. Other management skills like fertilizer, 
manure, irrigation, tillage can also be changed with climate change. In this study, greenhouse gases emission in rice paddy in 
South Korea is simulated with DNDC model from 2011 - 2100 years. Climate for future is simulated with RCP 8.5 scenario for 
understanding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to greenhouse gases emission. Various rice paddy flooding techniques were applied 
to find proper management for future management. With conventional flooding technique, climate change increase 
greenhouse gases emission highly. Marginal flooding can decrease large amount of greenhouse gases emission and even it still 
increases with climate change, it has the smallest increasing ratio. If we suppose the flooding technique will change for best 
grain yield, dominant flooding technique will be different from conventional flooding to marginal flooding. The management 
change will reduce greenhouse gases emission. The result of study shows the possibility to increase greenhouse gases emission 
with climate change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can show apposite result compared without the adaptation.

KEYWORDS: Denitrification-Decomposition (DNDC) model, Greenhouse gases, Paddy

요  약: 기후 변화는 21세기에 인류가 맞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탄소 배출은 이러한 기후 변화의 가장 핵심 원인으로 

지목 된다. 토양은 관리 방법에 따라서 탄소의 저장원이 되기도 하지만 큰 배출원이 될 수도 있다. 기온의 변화는 농경지 토양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물의 생산량을 위한 농법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변화는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의 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1년부터 2100년까지 RCP 8.5 시나리오의 기상 변화에 따라서 모의하였다. 농법의 변화로는 다양한 논의 담수 기법이 적용되었다. 

기존의 담수 기법으로는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간단관수가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미래의 농법이 작물의 생산량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많은 농지가 관행 농법 보다 간단관수가 시행되었을 때 수확량이 상승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후변화의 적응을 

고려하였을 때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Denitrification-Decomposition (DNDC) model, 온실가스,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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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후변화는 21세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 받는 이

슈 중 하나이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의 기후변

화는 온실가스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이러한 온실가

스의 배출의 대부분은 인간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IPCC 2013). 토양은 탄소의 중요한 저장고이자 

배출원 중 하나이고, 토양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활동은 

토양 내 저장되는 유기 탄소의 배출에 영향을 미친다 

(Giltrap et al. 2010). 토양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온실가스의 배출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토양 

수분, 온도, 미생물 활성 변화가 다시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쳐서 피드백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Klemedtsson et al. 1997). 지구 최초의 지구 온난화 역

시 메탄 배출과 기온 상승의 시너지 작용에 의해서 일어

났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기후 변화에서도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

한 온실가스 배출 상승을 함께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탄소 저장원으로 가정되는 임지와 다르게 농경지는 

탄소 배출원으로 취급된다.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 센

터에 따르면 2014년 농업 활동에 의해서 배출된 온실가

스는 21.3 Mt CO2 eq-1로 에너지 산업공정 분야를 이어 

3번째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일반 토양이상으로 투입

되는 화학비료와 퇴비, 토양의 미생물 활성화를 높이는 

다양한 경작 활동들은 농경지에서 다른 토양보다 높은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Klemedtsson et al. 1997). 벼논은 이러한 농업 환경 중

에서도 담수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관리되는 농경지이

다. 벼논이 담수 조건으로 있는 동안 토양은 혐기 조건

이 되고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의 발생원이 된다 

(Cha-Un et al. 2017). 벼는 동아시아의 주된 식량작물 

이고 남한의 농경지 중 47%에 달하는 면적이 논토양이

기 때문에 국내의 논에서 발생되는 메탄을 중심으로 하

는 온실가스는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다양한 모델

에서 모의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Denitrification- 

Decomposition (DNDC) model은 토양에서의 양분 순

환과 온실가스 배출을 모의하기 위한 모델 중 하나이다. 

DNDC는 초기에 농경지에서의 질소 순환과 N2O 배출

을 모의하기 위해 계발 되었고 (Li et al. 1992), 이후에 

20년 이상 계발되고 그 영역을 확장하여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의 탄소와 질소 순환을 모의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해왔다 (Gilhespy et al. 2014). DNDC의 구조에 

대해서는 Fig. 1에서 나타내었다.

Fig. 1. The main framework of DNDC model (modified from Giltrap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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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u et al. (2011)은 1980년부터 2050까지의 미래의 

토양 탄소 변화를 DNDC를 통하여 모의하였고 이러한 

미래 모의가 가지는 한계점으로 1. 미래 농경지 피복의 

변화 2.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조건의 변화 3. 미래의 환

경 변화에 따른 경작법의 변화 등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벼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를 DNDC model을 통하여 2011년부터 2100년까지 모

의하여서 미래의 기후변화와 농업 활동에 따라서 국내 

벼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의

하고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이 메탄 발생에 가장 크게 영

향을 미치는 담수 조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미래 기후변화

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담수 기법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변화를 모의하였다. 미래의 기상은 

IPCC에서 제공하는 RCP 8.5 시나리오를 입력자료로 

사용하였고, 담수 기법은 현행 농법인 Control을 mi-

dseason drainage, continuous flooding, marginal flooding 

등과 비교하였다. 이후 앞서 언급한 XU et al. (2011)의 

연구에서 가졌던 한계점 중 미래 경작법의 변화를 모의

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최대 수확량을 위한 농법

과 최소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농법으로 가정하였고, 

지점별로 적응을 고려하여 채택한 담수 기법에 따른 미

래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 변화를 모의

하였다. 모의 결과 전국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 모든 

담수 기법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

다. Marginal flooding에서 초기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적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상승폭도 가장 적

어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가장 효율적인 농법임을 확

인 하였다. 미래의 담수 기법 변화가 벼의 수확량을 최

대화 하는 방향으로 적응한다고 가정한 모의 결과에서

는 2010년대에는 관행 농법이 가장 높은 수확량을 보이

는데 비해서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

이 가장 적은 Marginal flooding이 가장 수확량을 높이

는 농법으로 변화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라 온실가스 배

출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래의 담수 기법 변

화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응한다

고 가정한 모의 결과에서는 기후변화 초기부터 마지막

까지 전국의 모든 지점에서 Marginal flooding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초기에 모의한 

Marginal flooding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모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 변화

와 벼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의 상호작용과 농업 활동

의 적응을 예측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기후변화에 따른 

적합한 농법의 선정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변화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재료 및 방법

2.1 DNDC 모형

본 연구에서는 2012년 개발된 DNDC 9.5 버전 

(http://www.dndc.sr.unh.edu/)을 이용하여 전국 논에

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에 사용하였다. DNDC 모

형의 국내 논에서의 적용성은 앞선 연구 (Hwang et al. 

2017)에서 확인하였다. 

2.2 모의 범위

대한민국에서 논으로 모의 되는 지점은 환경부 환경

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07 전국 중분류 토지 

피복 지도를 재구성하여 전국의 논을 포함하는 지역을 

1 km2의 격자 분류한 후 각 지점을 모의하였다. 1 km2

의 정방형 격자 (grid)를 기본단위로 총 63,808개의 격

자를 대상으로 모형을 구동했다. 구동 후 1 km2 격자 내

의 논 분포 비율을 토대로 실제 논 면적을 계산했으며, 

총 면적은 약 12,600 km2이었다. 

2.3 입력 자료

DNDC 모형 구동에 사용되는 입력 자료는 크게 기

후자료, 재배관리자료, 토양자료로 나누어진다. DNDC 

모형의 입력 자료 분류와 출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2.3.1 기상 자료

DNDC 모형 구동에 필요한 기상 자료는 최고기온 

(°C), 최저기온 (°C), 강수량 (cm)이다. IPCC에서 제공

하는 2011년부터 2100년까지의 RCP 8.5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재구성 된 전국 1 km2의 매일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RCP 8.5 시나리오의 비교 대상으로 

2011년의 기상을 2100년까지 반복 시킨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함께 구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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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토양 입력 자료

논에서의 토양 입력 자료는 유기탄소, pH, 점토 함량, 

용적 밀도를 입력하여 구동하였다. 토양 화학성에 해당

하는 유기 탄소와 pH는 농촌진흥청 흙토람에서 제공하

는 2011년도의 토양 검정 자료 중 토양 유기물과, pH를 

바탕으로 전국 1 km2 격자 자료로 재구성하였다 (Fig. 2). 

토양 물리성에 해당하는 점토 함량과 용적 밀도는 농촌 

진흥청에서 제공하는 1/25,000 수치정밀토양도에서 

제공하는 377개의 토양통과 각 통에서의 대표 토양 물

리성을 바탕으로 전국 1 km2 격자 자료로 재구성하였다.

2.3.3 재배관리

재배관리자료는 농촌진흥청 (http://www.nongsaro. 

go.kr/) 에서 제공하는 영농관리방법을 토대로 비료, 경

Table 1. Type of input data for DNDC

Type Sub-type Unit Scale (km2) Source

Climate

Max temperature °C 1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Min temperature °C 1

precipitation cm 1

Management 
practice

Tillage cm 1

Kore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Fertilizer kg urea ha-1 1

Cultivation period day 1

Flooding day 1

Soil factor

Soil organic carbon g g-1 1

Kore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pH 1 : 5 1

Clay % 1

Bulk density g cm-3 1

Fig. 2. Input soil data for D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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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이앙일, 수확일 등을 입력 자료로 사용하였고, 담수 

기법은 Control, Midseason drainage, Marginal flooding, 

Continuous flooding로 나누어서 모의하였다. 농촌 진

흥청에서 권장하는 담수 조건에 해당하는 Continuous 

flooding은 무효 분얼기 전까지 담수 조건을 유지하다

가 이후에 중간 낙수 후 간단관수를 진행하는 관행 농법

을 사용하였고, 중간 낙수 이후 담수 조건을 다시 유지

하는 Midseason drainage, 중간 낙수 없이 담수 조건을 

유지하는 Continuous flooding, 초기부터 간단관수를 

실시하는 Marginal flooding으로 나누어서 모의하였

다. 각 담수 기법은 Fig. 3에 나타내었다.

2.4 출력 자료의 정리

DNDC 모형의 구동 결과에서 CO2, CH4의 배출량과 

벼의 수확량을 주된 자료로 활용하였다. 각 자료는 연

간 총량을 각 연대 별로 10년씩 평균 내어 나타내었고, 

전국 자료의 평균을 계산할 때는 각 1 km2의 격자 내부

의 논 %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관행 농법에서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Fig. 4에서는 전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연평균 단위 

면적당 배출량으로 표현하였고, 각 1 ha에서의 배출을 

Fig. 5에서 지도화하여 나타내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베이스라인 기상에 따른 변화에 

비하여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메탄은 2090년대에 베

이스라인에서의 메탄 발생량의 2배가까이 상승하였다. 

기온의 상승이 토양 내에서 메탄 생성에 핵심 역할을 하

는 메탄생성세균 (methanogen)의 활성을 상승 시키고 

메탄의 발생량을 높이게 된다 (Segers 1998). 또한 일반

적인 기온 상승 조건에서는 유기물의 분해와 이산화탄

소의 생성 역시 상승을 하게 되지만, 담수 조건에서 기

온의 상승은 혐기 조건과 메탄 생성균의 활성을 높이는 

동시에 호기 조건에서 활성이 높아지는 이산화탄소의 

생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Chapman et al. 1996). CO2, 

CH4, N2O의 배출을 CO2-eq로 정리하여 전체 GWP를 

계산 (Fig. 6)하게 되면 모의 초기인 2010년대에는 전

국 논에서 배출되는 CO2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CH4가 미치는 영향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기후변화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CH4가 미치는 영향은 상승하는데 

비하여 CO2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2090년대에는 

CH4가 미치는 영향이 2배 수준에 이르게 된다. N2O는 

CH4와 마찬가지로 기온에 따라서 상승하지만 GWP

로 계산하였을 때 미치는 영향은 CO2와 CH4에 비하

여 적은 양이기 때문에 전체 GWP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Fig. 3. Input water management for DND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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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법 변화와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농법 변화에 따른 CH4의 배출은 담수 기간이 긴 

Continuous flooding, Midseason drainage, Control, 

Marginal flooding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경작 

기간 중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왔던 Marginal flooding

에서 2010년대 CH4 발생량은 23.13 kg CO2-eq ha-1으

로 다음으로 배출량이 적은 Control에서의 CH4 배출량

인 131.26 kg CO2-eq ha-1과 5배 이상의 차이가 났으며 

2090년 대까지 차이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논에서의 

Fig. 4. DNDC modeling result for greenhouse gases (CO2, CH4, N2O) emission in South Korea (map). (A) CO2 (B) 
CH4 (C) N2O.

Fig. 5. DNDC modeling result for greenhouse gases (CO2, CH4, N2O) emission with flooding in South Korea. (A) CO2 
(B) CH4 (C) N2O.

Fig. 6. DNDC modeling result for greenhouse gases 
(GWP) emission with flooding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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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4 발생 저감에 높은 효과를 지니는 담수 기법으로 나

타났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모의 초기인 2010년대에

는 Control midseason drainage continuous flooding 

marginal flooding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나 기후변

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marginal flooding에서의 CO2 

배출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가장 높은 배출량을 가지게 

되고 모의 마지막 기간인 2090에는 CH4 배출량과 반대

의 순서가 되었다.

간단관수와 중간 낙수는 논에 산소를 공급하고 CH4

의 배출량을 줄이는 기법으로 연구되어왔고, 지속적인 

담수보다 낮은 수준의 CH4 배출을 관측하였다 (Minami-

kawa et al. 2014, Schütz et al. 1990). 또한 낙수 기간과 

빈도에 따른 정도 차이는 있지만 두 기법을 함께 지속적

인 담수 조건과 비교한 연구들에서는 중간 낙수 보다 간

단관수가 더 높은 수준으로 CH4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

다는 결과를 보였다 (Towprayoon et al. 2005, Minamikawa 

and Sakai 2005). 본 연구에서의 marginal flooding에

서는 기존의 관행 농법에서 실시하는 단기간의 간단관

수보다 장기간 간단관수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서 

CH4 배출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

에 따른 CO2 배출량의 변화는 앞 언급한 Chapman et 

al. (1996)의 분석처럼 다른 담수 기법에서는 기온 상승

에 의한 CH4의 발생량 증가가 CO2의 발생량 감소를 일

으키는데 반해 높은 호기 조건을 가지는 marginal 

flooding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승하여서 배출

량의 순위가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CO2, CH4, N2O의 배출을 CO2-eq로 정리하여 전체 

GWP를 계산하였을 때, 관행 농법에서만 비교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따른 CH4의 변화 폭이 

CO2보나 높게 나타났고, 전체 GWP의 변화는 CH4의 

배출량과 유사한 경향성을 가졌다. 또한 CH4뿐만 아니

라 전체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였을 때도 

marginal flooding이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

를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담수 기법으로 나

타났다.

3.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담수 조건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변화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적응에 따른 담수 조건의 

변화를 온실가스 배출의 최소화와 벼 수확량의 최대화

의 두가지 방향으로 분석하였으나, 전국 모든 지점에서 

marginal flooding이 온실 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담

수 기법으로 나타나서 그 분석 결과가 앞서 언급한 담수 

기법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 결과 중 전국 농경지가 

marginal flooding으로 경작되었을 때의 결과와 동일

하였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 기후변화 적응 변화에 대한 결과는 생략하였다.

담수 기법과 기후변화에 따른 벼 수확량의 변화는 각 

지점에서 연대별 수확량을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확량

을 가지는 담수 기법을 적용하였다. 모의 초기인 2010

년대에는 Control과 Marginal flooding이 유사한 수준

으로 적용되고 Midseason drainage가 다음으로 많은 

지점에서 적용 되었으며 Continuous flooding이 적용

되는 지점은 극히 적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Marginal flooding이 적용되는 지

점이 늘어나게 되고 2090년대에는 전체의 90% 이상을 

차치하는 58771개 지점에서 Marginal flooding이 적

용되었고, Control이 5529 지점으로 다음으로 다수 적

용되었다.

앞선 담수 기법 별 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기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CH4 발생량의 상승을 확인하였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담수 기법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시

간의 흐름에 따라 CH4 배출량이 낮은 Marginal flooding

이 전국적으로 우점을 하게 되면서 Control이 적용되는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는 CH4 배출량이 감소하였고, 

Marginal flooding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CO2의 배

출은 소폭 상승하였다. 

CO2, CH4, N2O의 배출을 CO2-eq로 정리하여 전체 

GWP를 계산하였을 때, CH4 보다 CO2가 온실 가스 배

출에 따른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전

Fig. 7. DNDC modeling result for rice grain yield with 
flooding in South Korea.



196 H. Min et al.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2018) 5(3): 189-198

체 GWP는 2010년대 4671.94 kg CO2 -eq ha-1 에서 

2090년대 4225.35 kg CO2 eq ha-1 로 소폭 감소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논을 대상으로 하여서 RCP 

8.5 시나리오와 다양한 담수 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을 DNDC 모형을 통하여 모의하였다. 기후 변화에 따

른 모의 결과 현재의 관행 농법이 지속되는 조건에서 기

후 변화는 전국 논에서의 CH4 배출량을 2배 이상 상승

시키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환경 변화

가 대한민국 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상승시키고 기후

변화를 가속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담수 

기법의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벼의 출수기 이후

에 중간 낙수와 간단관수를 적용하는 관행 농법과 지속

적인 담수 조건, 중간 낙수, 담수 기간 전체의 간단관수

를 비교하였다. 지속적인 담수 조건과 중간 낙수에서는 

현재의 관행 농법보다 높은 수준의 CH4가 발생하는 것

을 확인하였고, CO2의 배출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 

GWP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반면 담수 기간 전

체에서 간단관수를 진행하였을 때는 모의 기간 전체에

서 CH4 배출량이 관행 농법 대비 5배 이상 감소하였고 

CO2 배출량은 2060년대 이후부터 관행 농법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GWP에서는 CH4 배출 상승의 영향이 

커서 전체 GWP의 감소를 확인하였고, 간단관수가 기

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상승을 막을 수 있는 효

율적인 담수법임을 보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최

대를 위한 담수법의 변화를 적용시켰을 때 2010년대에

는 관행 농법과 지속적인 간단관수가 유사한 수준으로 

우점을 하고 있었으나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대

부분의 지역에서 지속적인 간단관수를 실행하는 것이 

수확량을 최대화 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적합 농법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지속적인 간단관수로 변

하게 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소폭 감

소하여서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을 고려하는 것이 기존

에 모의 되어왔던 관행 농법에서의 기후변화 영향과 다

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환경 변화가 농경지에서 더욱 높

은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할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간단

관수를 통한 토양 산소 공급이 이런 온실가스 배출 상승

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확한 

미래의 농경지 온실 가스 배출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미

Fig. 8. DNDC modeling result for the flooding management to make the largest grain yield.

Fig. 9. DNDC modeling result for greenhouse gases 
(GWP) emission with flooding for the largest grain yield 
in South Korea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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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기상뿐만 아니라 기상을 포함한 환경 변화와 그에 따

른 적응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였다.

감사의 글

This study was funded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MOE) as “Climate Change Correspondence 

Program” and partly by Korea university grant.

References

Abdalla, M., Wattenbach, M., Smith, P., Ambus, P., 

Jones, M., and Williams, M. 2009. Application of the 

DNDC model to predict emissions of N2O from Irish 
agriculture. Geoderma 151(3-4): 327-337.

Berestovskaya, Y.Y., Rusanov, I.I., Vasil’eva, L.V., and 

Pimenov, N.V. 2005. The processes of methane pro-
duction and oxidation in the soils of the Russian Arctic 

tundra. Microbiology 74(2): 221-229.

Chapman, S.J., Kanda, K., Tsuruta, H., and Minami, K. 

1996. Influence of temperature and oxygen availability 

on the flux of methane and carbon-dioxide from 

wetlands - a comparison of feat and paddy soils. Soil 

Science and Plant Nutrition 42(June 2014): 269-277.

Chapman, S.J., Kanda, K.I., Tsuruta, H., and Minami, K. 

1996. Influence of temperature and oxygen availability 

on the flux of volatile sulphur compounds from wetlands: 

A comparison of peat and paddy soils. Soil Science and 

Plant Nutrition 42(2): 279-288.

Cha-Un, N., Chidthaisong, A., and Towprayoon, S. 2017. 

Using the DNDC model to predict methane emissions 
from crop-rice rotation systems. Research Journal of 

Chemistry and Environment 21(3): 36-46.

Furukawa, Y., Inubushi, K., and Furukawa, Y. 2004. 

Effect of application of iron materials on methane and 
nitrous oxide emissions from two types of paddy soils. 

Soil Science and Plant Nutrition 50(6): 917-924.

Gilhespy, S.L., Anthony, S., Cardenas, L., Chadwick, D., 
del Prado, A., Li, C., Misselbrook, T., Rees, R.M., Salas, 

W., Sanz-Cobena, A., Smith, P., Tilston, E.L., Topp, 

C.F.E., Vetter, S., and Yeluripati, J.B. 2014. First 20 

years of DNDC (DeNitrification DeComposition): Model 

evolution. Ecological Modelling 292: 51-62.
Giltrap, D.L., Li, C., and Saggar, S. 2010. DNDC: A 

process-based model of greenhouse gas fluxes from 

agricultural soils. Agriculture, Ecosystems and Environment 

136(3-4): 292-300.

Fig. 10. DNDC modeling result for greenhouse gases (GWP) emission with flooding for the largest grain yield in South 
Korea (map). (A) CO2 (B) CH4 (C) N2O.



198 H. Min et al.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2018) 5(3): 189-198

Gregorich, E., Janzen, H.H., Helgason, B., and Ellert, B. 

2015. Nitrogenous gas emissions from soils and green-

house gas effects. Advances in Agronomy 132 39-74.

Hwang, W., Kim, Y., Min, H., Kim, J., Cho, K., and 

Hyun, S. 2017. Evaluating the applicability of the 

DNDC model for estimation of CO2 emissions from the 

paddy field in Korea.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Biology 35(1): 13-20.

IPCC. 2013. Working group I contribution to the IPCC 

fifth assessment report climate change 2013: The physical 

science basis. http://www.climatechange2013. org/report/. 

Accessed 12. Feb. 2018.

Kammann, C., Hepp, S., Lenhart, K., and Müller, C. 2009. 

Stimulation of methane consumption by endogenous 

CH4 production in aerobic grassland soil. Soil Biology 

and Biochemistry 41(3): 622-629.

Kasimir, A., Klemedtsson, L., Berglund, K., Martikainen, 

P., Silvola, J., and Oenema, O. 1997.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farmed organic soils: a review. Soil Use 

and Management 13(s4): 245-250.

Kasimir-Klemedtsson, A., Klemedtsson, L., Berglund, K., 

Martikainen, P., Silvola, J., and Oenema, O. 1997. Green-

house gas emissions from farmed organic soils: a review. 

Soil Use and Management 13(4): 245-250.

Kasimir-Klemedtsson Å, L Klemedtsson, K Berglund, P 

Martikainen, J Silvola and O Oenema. 1997.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farmed organic soils: a review. Soil 

Use and Management 13(s4): 245-250.

Li, K., Liu, R., and Sun, C. 2016. A review of methane 

production from agricultural residues in China.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54: 857-865.

Minamikawa, K. and Sakai, N. 2005. The effect of water 

management based on soil redox potential on methane 

emission from two kinds of paddy soils in Japan. 

Agriculture, Ecosystems and Environment 107(4): 397-407.

Minamikawa, K., Fumoto, T., Itoh, M., Hayano, M., Sudo, 

S., and Yagi, K. 2014. Potential of prolonged midseason 

drainage for reducing methane emission from rice 

paddies in Japan: A long-term simulation using the 

DNDC-Rice model. Biology and Fertility of Soils 50(6): 

879-889.

Munoz, C., Paulino, L., Monreal, C., and Zagal, E. 2010. 

Greenhouse gas (CO2 and N2O) emissions from soils: 

a review. Chilean Journal of Agricultural Research 70(3): 

485-497.

Schütz, H., Seiler, W., and Conrad, R. 1990. Influence 

of soil temperature on methane emission from rice 

paddy fields. Biogeochemistry 11(Conrad 1989): 77-95.

Segers, R. 1998. Methane production and methane 

consumption--a review of processes underlying wetland 

methane fluxes [Review]. Biogeochem. 41 23-51.

Towprayoon, S., Smakgahn, K., and Poonkaew, S. 2005. 

Mitigation of methane and nitrous oxide emissions from 

drained irrigated rice fields. Chemosphere 59(11): 

1547-1556.

Xu, S., Shi, X., Zhao, Y., Yu, D., Li, C., Wang, S., Tan 

M., and Sun, W. 2011. Carbon sequestration potential 

of recommended management practices for paddy soils 

of China, 1980-2050. Geoderma 166(1): 206-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