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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ro-eco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mitigation of atmospheric CO2 concentration through 
photosynthesis and soil carbon fixation. The perennial crops have capacity of carbon accumulation becau-
se they have lived for years in the same position. Carbon dioxide fixation occurs in the fruit orchard by 
photosynthesis and soil carbon sequestration. The objectives of this review are to introduce the fruit or-
chard as a carbon dioxide sink and to summarize the methods that measure CO2 flux in the orchard. 
There are three difference methods (chamber, biomass, and eddy covariance method) to measure CO2 ex-
changes on sites. However, there is no standard method suitable for fruit cultivation condition in Korea. 
Thus the standard method have to be developed in order to exactly estimate the carbon accumulation. In 
foreign studies, the carbon assessments were conducted in apple, peach, olive, grape orchard and so on. 
On the other hand the estimation of CO2 exchange was carried out for apple and mandarine orchard in 
Korea. According to these results, fruit orchard is a CO2 sink even though amount of carbon accumula-
tion is smaller than the forest. To introduce certainly fruit orchard as greenhouse gas sink, long-term mo-
nitoring and further study have to be conducted under each plant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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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태풍과 지진, 해일 등 전 지구적인 기후변

화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갖는 가운데 기후변화의 

원인인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온

난화를 야기시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감축기술 개발 및 탄소 저감 방안 

마련 등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Patrick et al., 2005; 
Pete et al., 2008; Christopher et al., 2012).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육상 생태계가 대

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Scurlock et al., 1998; Sabine et al., 



최은정․서상욱․정현철․이종식․김건엽․소규호340

2004; Josep et al., 2007). 육상 생태계 중 산림생태

계는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배출

을 조절하고(Yude et al., 2011; Kim et al., 2013), 
농업 생태계는 경지 관리 방법, 작물 종류, 유기물 

관리 방법에 따라 토양에 탄소를 격리하여 탄소 흡

수원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G. Philip et al., 2000). 
농업에서는 이러한 토양 탄소 저장뿐만 아니라, 작
물 재배를 통해서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우리나라 농경지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벼

는 일년생 작물로 작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Moon et al., 2003), 주요 식량작물인 밀도 작기 중 

대기의 탄소농도를 저감시킨다는 연구가 발표되었

다(Wang et al., 2013). 그러나 일년생 작물의 특성

상 매년 수확, 고사하기 때문에 바이오매스(bioma-
ss)에 대한 장기 탄소 저장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탄

소 흡수원으로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과수, 차, 고무 등과 같은 영년생 작물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한 곳에서 재배되므로 

토양과 식물체에 탄소 축적이 가능하다. 특히 과수

의 경우, 가지치기 및 수종 갱신에 따른 바이오매

스 손실을 제외하면 정기적인 벌목 및 이식에 영향

을 받지 않기 때문에(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4) 다른 영년생 작물보다 대기 중 이산

화탄소 농도를 저감하는 능력이 더 클 것으로 생각

된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작지만, 여러 가지 과수

를 재배할 수 있는 기후 및 토양 조건을 가지고 있

어 예로부터 과수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는 

각지에 과수 연구소가 설립되어 지역에 맞는 품종

과 기술개발로 고품질 과수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수요에 따라 과수의 

수출이 이뤄지고, 가공 원료로도 사용 가능하여 과

수 재배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탄소 흡수원으로서 과수 재배지의 역할이 증명된다

면 그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의 탄소 저장량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Park et al., 2013; Jeong et al., 2013; Yude et al., 
2011; Toshiyuki et al., 2007)되고 있는 반면 과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여러 자원의 

투입으로 생태계를 조절하는 농업의 특성상 탄소 

변화량에 관련 있는 많은 인위적 요인들을 탄소 평

가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산림과 다르게 연구가 어

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Luca et al., 2008). 또한 지

역적, 기후적, 식생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의 부

재도 과수의 탄소 수지 평가 연구를 더디게 만들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수 재배지의 탄소 수지 평

가 연구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여, 과수 재

배지의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국가 온실가

스 감축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2. 과수 재배지의 탄소 수지 평가 방법

2.1 챔버(Chamber)법

챔버를 이용한 방법은 주로 토양 호흡을 측정할 

때 사용된다(Lee et al., 2013). 과수 재배지에는 과

수뿐만 아니라 낙엽과 전정가지의 토양 축적, 토양 

유기물 분해, 지하부 뿌리 호흡 등 과수 재배지 내 

탄소 순환과 관련 있는 요소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

에 전체적인 탄소 수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토양 

호흡량을 함께 측정해야 한다.
과수 재배지를 포함한 육상 생태계에서 순 일차

생산량(Net Primary Production: NPP)은 식물이 이

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통해 생산한 총 일

차생산량(Gross Primary Production: GPP)에서 식물

체 자가 호흡량(Autotrophic Respiration: AR)을 뺀 

나머지로 계산된다. 즉, NPP는 생산자가 한 해 동

안 생산한 순 탄소 고정량이다. 그러나 NPP는 낙

엽과 낙지, 잔사 등 유기물의 분해, 토양 미생물 호

흡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타가 호흡량

(Heterotrophic Respiration, HR)을 제외한 값이 생태

계 탄소 수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순 생태계 생산

량(Net Ecosystem Production, NEP)이 되며, 이를 

토대로 탄소 흡수원과 배출원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토양 호흡량은 과수 재배지의 탄소 수지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 요소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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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P = GPP — AR                        (1)
NEP = NPP — HR                        (2)

보통 챔버법은 측정하고자 하는 면을 지면으로 

하여 밀폐 공간을 만들고, 토양에서 확산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포집하는 방법을 

말한다(Lee et al., 2013). 포집된 가스를 가스크로

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나 간단화 된 이산

화탄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농도를 측정하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의 토양 호흡량을 계산한다. 근
래에는 적외선기체분석기를 챔버에 직접 연결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많

이 이용되고 있다(Eric et al., 2000; Davidson et al., 
2002; Lee et al., 2003; Lee et al., 2010). 

그러나 챔버 구조상 밀폐된 공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면서 토양으로부터 가스 확산이 저하

되어 토양 호흡량이 과소 평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

에(Bekku et al., 1995) 측정시간을 잘 고려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 또한, 토양 생태계를 구성하는 유기

물, 작물 지하부, 미소 곤충, 미생물 등 구성 요소

의 호흡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발생 원인별로 특

성에 맞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Lee 
et al., 2010). 

2.2 바이오매스(Biomass) 측정법

바이오매스 측정법은 나무를 직접 벌채하여 탄

소 흡수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산림의 탄소 축적

량을 조사하는데 이용되는 방법이다(Lee, 2010). 현
지에서 표준목을 벌목하여 줄기, 가지, 잎, 뿌리 등 

부위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생중량을 측정한 후 85 
℃에서 건조하여 건중량을 측정한다(Park et al., 
2007). 이를 토대로 연평균 전체 바이오매스 증가

량을 계산하고, 건물질 탄소 분율인 0.5를 곱하여 

탄소 축적 증가량을 산출한다(Korea Statistical In-
formation Service, 2014). 

과수의 경우, 매년 잎이 떨어지고 새로 나기 때

문에 정확한 바이오매스 측정을 위해서는 낙엽 및 

낙지에 대한 조사와 전정되는 가지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사에 의한 고사목의 경우, 

생산성을 위해 단기간 내 벌목되며 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과수 재배지에서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측정에서 예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산림과 달리 과수는 과수별

로 재배형태, 나무줄기 모양, 나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탄소 흡수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과수별 특성에 맞는 채취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바이오매스 측정법은 탄소 흡수량의 실질적인 

값을 얻을 수는 있으나, 농가 소득과 연계되는 과

수를 벌채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같은 과수라도 재배 환경, 재배 품종, 수종에 따라 

탄소 흡수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측정해야 할 것이다.

2.3 에디 공분산(Eddy Covariance)을 이용한 

플럭스 측정

육상생태계와 대기 사이의 물질 흐름을 플럭스

(flux)라고 하는데, 플럭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

로 미기상학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미기상학 방법 

중 에디 공분산 방법은 지면과 대기 사이에 교환되

는 에너지 및 다양한 물질(수증기, 이산화탄소, 메

탄 등)을 정량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Hong et 
al., 2009).

산림은 물론 과수 재배지와 일년생 작물의 탄소 

수지를 평가하는데도 이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To-
shiyuki et al., 2007; Andrew E. et al., 2001; Wang 
K. et al., 2013). 대기와 생태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연간 이산화탄소 변화를 순 생태계 교환량(Net Eco-
system Exchange, NEE)이라 하며 음의 NEE값은 이

산화탄소 흡수를, 양의 NEE값은 배출을 나타낸다

(Toshiyuki et al., 2007). 플럭스 측정은 대상지 내 

모든 생물의 배출과 흡수를 관측하여 측정지역 생

태계의 탄소 수지를 평가할 수 있다. 
에디 공분산을 이용한 플럭스 측정방법은 측정

지역의 훼손 없이 자료를 연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

다는 큰 장점이 있으나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먼

저, 플럭스를 측정하기 위한 타워 설치 장소의 요

건이 까다로운 점이다. 타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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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figure of flux tower in fruit orchard.

대기가 안정하고 지면이 균일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과수 재배지의 경우, 산을 개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 많고 재배지 주변에 탄소 플럭스 측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물, 도로, 저수지 등)들이 있어 관측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로는 연구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다. 앞서 말한 챔버법과 바이오매스 측정법과는 달

리 측정 장비 구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측된 결과를 분석하는 전문

가의 부족도 한계점이라 하겠다. 플럭스 자료 처리 

과정 중 결측자료메우기(Gap Filling)는 측정값을 

과대 평가하거나 과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지의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미기상학 자료를 참

고하여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나, 현재 

국내 농업분야에서 이러한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도 

에디 공분산법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

다.

3. 국내외 과수 재배지 탄소 수지 연구 동향

3.1 국외 연구 동향

단년생 작물의 경우, 유기물의 무기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대기 중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이산화

탄소 고정 능력이 영년생 작물보다 떨어진다는 연

구 결과가 발표되었다(Robertson et al., 2000; Jan-
ssens et al., 2003). 이를 토대로 영년생 작물의 탄

소 저장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국의 조

건과 환경에 따라 과수를 포함한 영년생 작물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Whiley, 1990; Maria et 
al., 1994; Luca et al., 2008). 

과수 재배지의 탄소 고정 능력에 대해서는 사과, 
올리브, 복숭아 재배지에서 수행되었고, 과수 나무

에 대한 탄소 저장에 관해서는 살구, 자두, 복숭아, 
포도, 레몬, 오렌지, 귤이 연구되었다. 사과 재배지

에서 수행한 연구는 1994년 일조량에 따른 사과 과

수원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이동식 가스 분석

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Maria et al., 1994).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사과 과수원의 대기 중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날씨가 맑은 날 이산화탄소 

농도가 2 ppm 정도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는 사과 나뭇잎의 광합성 작용으로 인한 탄소 고정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짐을 나타낸다. 또,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올리브와 복숭아의 식생 

밀도에 따라 과수 생산량과 이산화탄소 고정량이 

변한다는 연구(Adriano et al., 2005)가 보고되었고, 
관개수량이 올리브 재배지의 탄소 교환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스페인에서 수행되었다(Luca et 
al., 2008). 이러한 연구들은 과수에 대한 탄소 고정

량을 평가할 뿐 아니라 토양 호흡을 통해 배출/흡
수되는 이산화탄소 양도 측정함으로써 과수 재배지 

전체에 대한 탄소 수지를 평가하는 접근을 시도하

였다.
과수 나무와 과수에 대한 탄소 저장 능력은 나무

를 지상부(줄기, 가지, 잎, 과수)와 지하부(뿌리)로 

나누어 생체량을 측정함으로써 평가하였다(Micaela 
et al., lessco2). 각 부분을 건조한 후 무게를 측량

하고, 나무 생장 년수로 나누어 총탄소량으로 환산

한 결과, 레몬의 탄소 저장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는 레몬 나무에서 과수

의 탄소 함량이 높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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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nual CO2 absorption amounts and assimilated carbon of various fruit trees in Muicia, Spain

Apricot Plum Peach Grape Lemon Orange Mandarine Reference

---------------------- C (g m—2 year—1) -----------------------

Root 132.8 215 268.9 103 174.9 44.8 17.9

Micaela 
et al.

Branches 57.8 39.9 58.9 52.2 112.4 62.3 11.8

Leaves 46.7 17.5 125.9 65.8 192.7 67.6 37.8

Fruits 174.3 297.9 218.5 270.4 322.3 362 280.8

Trunk 58.5 63 101.6 30 28.6 28.5 5

Carbon total 470.1 633.3 773.8 521.4 831 565.2 353

그러나 과수 나무의 특성상 과수를 인간이 섭취한

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과수를 제외한 총탄소량은 

복숭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과수의 품종과 지역⋅기후 조건을 

고려했을 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연간 생장

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장 년수별로 각 부위의 

생체량을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과수 재배지의 탄소 수지평가에 대한 국외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연구 목적에 따라 측정방법 및 측

정기간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모니

터링을 통한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규명보다는 재배 

및 기후 조건에 따른 이산화탄소 흐름을 비교 평가

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연구

들을 통해 지역, 과수 품종, 기후, 측정 방법 등에 

따라 탄소 저장량에 차이가 있고 그 양 또한 미미

하지만, 과수 재배지의 잠재적인 탄소 고정능력은 

예상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적용 가

능한 표준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

으로 과수 종류, 기후, 토양 특성뿐 아니라, 재식 

밀도, 관개수량과 같은 재배 기술을 고려하여 방법

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2 국내 연구 동향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수 재배 면

적은 2010년 기준 시설재배를 제외한 노지재배면적

이 약 156,000 헥타르로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을 포

함한 총 산림면적의 2.6%, 활엽수림의 9%에 해당

된다(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4). 지

Fig. 2. The changes of cultivation area of fruits in 
Korea from 2003 to 2013 (Korea Statistical Infor-
mation Service, 2014).

난 10년간 우리나라 과수 노지 재배 면적을 살펴보

면 2006년을 기점으로 과수 재배 면적이 증가하여 

2010년에 가장 높았고, 최근에는 변동폭이 작은 것

을 볼 수 있다(Fig. 2). 생산량과 가격변동으로 인해 

과수별 재배면적이 증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수 

재배면적의 변화가 작은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과수별 재배 면적 분포를 보면 2013년

을 기준으로 사과가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고 그 

뒤로 감, 감귤이 뒤따르고 있다(Fig. 3)(Korea Sta-

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4). 

2013년 자료를 지역적으로 나누어 봤을 때 경상

북도의 과수 재배면적이 약 53,000 헥타르로 가장 

넓었으며, 이 중 사과 재배면적이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경상북도에서 사과 재배가 많이 이루

어짐을 알 수 있었다(Fig. 4)(Korea Statistical Infor-

mation Servic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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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hanges of cultivation area of various 
fruits in Korea from 2003 to 2013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4).

Fig. 4. The cultivation area of fruits with province 
in Korea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4).

국내에서 과수의 탄소 수지 평가에 대한 연구는 

산림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과수재배지를 온실

가스 흡수원으로 보는 인식이 부족하고, 평가 방법

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연구하는데 어려

움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과수와 녹차 재배지에 대한 

탄소 수지 평가 연구가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사과 재배

지에서 토양 호흡량과 탄소 고정량을 측정한 연구

들이 수행되었다(Kim et al., 2008; Lee et al., 2009; 
Seo et al., 2012). 이재만 등(2009)은 수원에 위치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내 과원에서 사과 ‘후지’ 품종

을 대상으로 토양 호흡량을 조사하였다. 챔버법으

로 측정한 결과 헥타르당 연간 19.6톤의 이산화탄

소가 방출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국내 산림

보다 약 27∼42% 정도 적고, 일년생 작물인 고추 

재배지보다는 약 12%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Lee et 
al., 2009). 

서영진 등(2012)이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과수 포

장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바이오매스법으로 

생체량을 측정한 결과 과수를 포함한 5년생 후지 

품종에 대한 탄소 축적량이 주당 약 1.0 kg였다. 개
발한 예측식을 가지고 경북지역의 재배면적을 대입

하여 계산했을 때는 매년 40만 톤의 탄소 축적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수, 시비, 재식 밀도

에 따라 축적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후지 재배지가 탄소 흡수원이 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보았으며 측정 나무의 수령이 5년인 

것을 감안했을 때 목질화가 많이 이루어진 높은 수

령의 사과나무에서는 더 큰 축적량이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된다. 
국내 과수부문 최초로 에디 공분산법을 이용하

여 경북 의성군 사과 재배지의 탄소 수지가 평가되

었다. 플럭스 타워를 설치하여 자료를 얻은 결과, 
과수 재배지의 순 생태계교환량(NEE)이 3년 평균 

5.2t C ha—1yr—1이었다(Kim et al., 2008). 이 결과는 

과수를 포함한 재배지에서 헥타르당 연간 5.2톤의 

탄소가 흡수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같은 지역

에서 사과 재배지에 대한 순 생태계생산량(NEP)을 

바이오매스법을 통하여 측정하였는데, 과실을 포함

한 지상부와 지하부의 NEP값이 평균 4.4t C ha—1yr
—1이었다(Seo et al., 2008).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인간이 섭취하는 과수 부분은 탄소 축적

량에서 제외되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면 헥타르당 

연간 약 0.3톤의 탄소가 사과 재배지에서 흡수됨을 

알 수 있다. 두 측정값을 비교하였을 때 에디 공분

산법에서 생기는 오차(0.5톤)를 감안하면 측정값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과 재배지의 

탄소 흡수량은 2004년 대관령 신갈나무 숲에서 측

정한 순 생태계생산량이 2.4t C ha—1yr—1인 것에 비

해 1/8 정도 수준이지만(Kim et al., 2005), 이를 토

대로 과수 재배지가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2011년에 제주도에 위치한 감귤 재배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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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carbon exchange measurement studies conducted at fruits orchard in Korea

Fruits Site Methods Carbon fixation Reference

Apple

Daegu Biomass 1.0 kg plant—1 Seo et al., 2012

Uiseong

Eddy covariance
5.2t C ha—1yr—1

(include fruits)
Kim et al., 2008

Biomass
4.4t C ha—1yr—1

(include fruits)
Seo et al., 2008

Mandarine Jeju Eddy covariance
4.2t C ha—1yr—1

(include fruits)
Seo et al., 2012

Tea Jeju Biomass 4,343.6t CO2 yr—1 Oh et al., 2010

탄소 흡수량이 평가되었는데 에디 공분산법을 이용

하여 순 생태계교환량을 측정한 결과, 헥타르당 연

간 약 4.2톤의 탄소가 흡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eo et al., 2012).
과수는 아니지만 영년생 작물인 차나무 재배지

에서도 이산화탄소 축적량의 변화를 바이오매스법

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연령에 따라 지상부와 지하

부를 채취하고 생중량을 측정하여 연령별 현종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회귀식을 구한 뒤, 이를 토대로 

전체 재배지의 이산화탄소 축적량을 계산한 결과 

연간 4,343.6 톤의 이산화탄소가 고정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Oh et al., 2010).
우리나라는 과수 재배지의 탄소 수지평가에 대

한 연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국외 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연구 데이터의 양이 적지만 현재까

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소 

수지를 측정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수 재배지가 탄소 흡수원으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과수 재배지의 과목들이 온실가스 배출

량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탄소 수지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과 조건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마련하기 위한 많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은 

기후와 토양 같은 환경뿐만 아니라, 재배자의 재배 

기술과 방법에 따라 생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분류하는 기준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토

성, 온도, 강수량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

이도 측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과수 재배지의 탄소 수지 측정 방

법 및 국내외 연구 동향을 조사함으로써 과수 재배

지의 탄소 흡수원으로의 가치에 대해 평가해 보았

다. 과수를 포함한 영년생 작물에 대한 탄소 축적 

능력에 대해서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에도 언급

되어 있지만,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이 

아직 모호한 실정이다. 과수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자란다는 점에서는 산림과 비슷하지만 과실 생산량 

증대를 위해 전정 및 시비 관리, 수분 관리를 해야 

하며,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및 흡수에 영향을 주

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모두 고려한 측정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과수 재배지의 탄소 수지 평가 방

법을 정리하고 비교하였다. 토양 호흡측정을 위한 

챔버법, 가지, 잎, 줄기 등 과목의 수체를 직접 측

정하는 바이오매스법, 미기상학적 요인을 이용하여 

전체 생태계의 탄소 흐름을 측정하는 에디 공분산

법이 그것이다. 
각 측정방법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방법별

로 생기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

의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풍, 장마, 
폭설 등의 기상적 요인과 농자재 투입등의  인위적 

요인은 대기와 토양 지표면의 탄소 농도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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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챔버법과 에디 공분산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과수를 벌채하여 직접 측정하는 바이오매스

법은 나무의 탄소 흡수량을 정량할 수 있지만, 과

수 재배지의 생태계 탄소 흐름은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과수 재배지의 정확한 탄소 흡수량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과수 생체량을 직접 측정하는 바이

오매스법을 바탕으로 챔버법과 에디 공분산법을 같

이 이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여건을 고려한 

과수의 탄소 수지 연구가 아직 미흡하여 이에 대한 

직접 측정방법론 정립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국내외 연구 결과와 산림의 탄소 측정방법들은 과

수 재배지의 보다 효율적인 탄소 수지 평가방법 마

련에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각 나라의 주요 과수를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들

은 과수 재배지가 탄소 흡수원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과수 자체의 광합성을 통한 탄소 

흡수뿐 아니라, 과수 재배지의 토양 고정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Adriano et al., 2005). 경

운, 유기물 투입 등과 같은 토양 관리를 통해서 토

양의 탄소 고정량을 증대시킨다면 과수 재배지의 

탄소 흡수량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과수 재배지에 대한 탄소 수지 평가는 사

과, 귤에 대해서 수행되었으며, 사과의 경우는 같은 

지역에서 다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경북 의성에 

위치한 ‘후지’ 사과 재배지에서 측정한 순 생태계

교환량과 순 생태계생산량은 각각 5.2t C ha—1yr—1

(과실 포함), 4.4t C ha—1yr—1(과실 포함)이었으며, 
제주도 감귤원에서 측정한 순 생태계교환량은 4.2t 
C ha—1yr—1

이었다. 세 연구 모두 과수 재배지에서 

이산화탄소가 흡수된다는 결과값을 나타내었으나, 
토양 및 기후조건, 재배기술에 따라 대기 중 이산

화탄소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조건

에서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리고 같은 과수라도 재배 지역과 품종, 수령에 따

라 탄소 축적량이 달라지므로 재배 지역과 품종을 

분류하여 관측값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도 수행되

어야 할 것이다. 
인위적인 요인 투입과 과수 부분의 제외로 인해 

과수 재배지의 탄소 흡수량은 산림에 비해 그 양이 

미미하나, 탄소 흡수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현실에 맞는 측정 방법이 정립된다면 과수 재배지

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이는 온실

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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