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2020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 108 -

OPB5) 잔디밭에서 기온과 지온에 따른 이산화탄소 플럭스 민감도 

분석

강동환 ․ 조원기 ․ 김동립1) ․ 박정환2) ․ 송용철3) ․ 최용재4)

부경대학교, 1)대운초등학교, 2)서창초등학교, 3)성산초등학교, 4)가남초등학교

본 연구에서는 잔디밭에서 기온과 지온에 의한 이산화탄소 플럭스의 민감도(Q10)를 산정하여 기온과 지온에 

따른 Q10 값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잔디밭의 지온과 이산화탄소 플럭스는 20개 지점에서 3년(2012년 6월 

~ 2015년 5월) 동안 24절기 전후로 무강우 시에 71회 반복 관측하였으며, 기온은 잔디밭 인근(100 m 이내)의 

환경연구동 옥상에서 연속적으로 관측하였다. 잔디밭 관측은 오후 2~4시 정도에 수행하였으며, 20개 관측 지점

의 공간적인 편차를 줄이기 위해 관측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잔디밭의 이산화탄소 플럭

스 및 지온 관측기기(EGM-4)는 폐쇄형 역학 챔버 시스템이며, 지온은 지온 측정기(STP-1)로 지표면 하부 5 cm 
정도에서 직접 측정하고 이산화탄소 플럭스는 잔디밭 상부에 설치한 챔버 내에서 일정 시간에 따라 측정된 이

산화탄소 농도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이산화탄소 플러스와 지온은 여름에 높고 겨울에 낮은 계절 변동이 뚜렷하고. 동일한 관측 시기의 잔디밭에

서 이산화탄소 플럭스의 공간적인 편차는 겨울보다 여름이 높았으며 지온은 여름과 겨울에 유사하게 나타났다. 
잔디밭에서 이산화탄소 플럭스의 중앙값은 500 mgCO2/m2hr 전후이고, 최솟값은 0 mgCO2/m2hr, 최댓값은 약 

2000~4000 mgCO2/m2hr의 범위이다. 잔디밭에서 지온의 중앙값은 20~25℃, 최솟값은 0~5℃, 최댓값은 40℃ 이

상으로 나타났다. 잔디밭에서 관측 지점별 이산화탄소 플럭스와 지온의 상관계수는 0.71~0.88의 범위이고 그 

평균은 0.79 정도로서 이산화탄소 플럭스와 지온의 상관성은 높았다. 잔디밭에서 이산화탄소 플럭스는 지온에 

의해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잔디밭의 20개 관측 지점별 지온에 따른 이산화탄소 플럭스 지수함수의 결정계수는 0.7351~0.8565 범위로서 

높고, 추정된 모든 지수함수에서 지온 0~20℃ 구간에서는 이산화탄소 플럭스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20~35℃ 

구간에서는 지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35℃ 이상에서는 이산화탄소 플럭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잔
디밭의 20개 관측 지점별로 추정된 지수함수에서 구한 온도반응계수(지수)를 이용하여 관측 지점별 Q10 값을 

산정하였다. 관측 지점별 온도반응계수는 0.0992~0.1256, 산정된 Q10 값은 2.70~3.51 범위이고 그 평균과 표준

편차는 각각 3.16과 0.24로 나타났다.
잔디밭에서 3년 동안 관측된 자료를 1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기온과 지온에 따른 이산화탄소 플럭스 지수함

수를 추정하여 연간 Q10 값을 산정하였다. 지온에 따른 이산화탄소 플럭스 지수함수의 결정계수는 각각 0.9106, 
0.8458, 0.9676으로 나타나고, Q10 값은 2.87, 2.94, 3.47 정도로 산정되었다. 기온에 따른 이산화탄소 플럭스 지

수함수의 결정계수는 각각 0.8843, 0.7945, 0.9217로 나타나고, Q10 값은 3.40, 3.70, 4.01 정도로 산정되었다. 1
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추정한 이산화탄소 플럭스 지수함수의 결정계수는 3년 모두 지온이 기온보다 높았으며, 
이산화탄소 플럭스 민감도(Q10)는 지온이 기온보다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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