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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d tillage is a useful practice to increase soil organic carbon (SOC) stock and decrease methane (CH4) 

emission in a rice paddy. However, the impacts of reduced tillage on the global warming potential (GWP) are 

generally analyzed for CH4 fluxes only during rice cultivation seas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illage on greenhouse gas (GHG) emission including both CH4 and nitrous oxide (N2O) and SOC 

stock changes were evaluated during the fallow season under two different tillage systems (conventional tillage 

and reduced tillage practice). The emission rate of GHG emissions was monitored using the closed chamber 

method. The SOC stock changes were estimated by the net ecosystem C budget (NECB), which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otal organic C input and output. Finally, the net global warming potential (net GWP), 

which was calculated as CO2 equivalents was compared between the different tillage system in rice paddy 

during fallow season. The net GWP of tillage and reduced tillage treatment were 4.09 and 4.96 Mg CO2 eq. ha-1, 

respectively during fallow season. However, the net GWP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illage systems. The 

decrease of SOC stock as CO2 emission was the most influential part on increasing the net GWP. Our study 

suggest that regardless of tillage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reenhouse gas reduction strategy 

focusing on increasing SOC accumulation during the fallow season. However, as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only single fallow season, long-term study is required to estimate the cumulative effects of tillage treatment 

on GHG emissions during fallow seasons in p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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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global warming potential (net GWP) under different tillage systems during fallow season in 

rice paddy (CT, conventional tillage; RT, reduced t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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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농업에서 이뤄지는 경운 (tillage)이란 일반적으로 작물 생산을 위해 땅을 기계적으로 갈아엎어 토양의 근권 환경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Gajri et al., 2004). 그러나 반복된 경운에 의해 심층 토양이 다져지고 경반층 (soil compaction)이 

형성되어 토양의 배수 불량, 토양 유실과 함께 농경지 토양의 황폐화 문제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Blanco-Canqui and 

Ruis, 2018; Liu et al., 2021). 이에 경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존경운 (conservation tillage)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무경운 (no-tillage)이 크게 알려져 있다. 무경운은 관행적인 경운 농법과 비교하여 

토양 유기물 함량 증가, 입단의 안정도 향상, 경반화 감소, 수분 조건 개선 등의 효과로 토양의 물리적 특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Blanco-Canqui and Ruis, 2018). 또한 무경운은 토양 유기물 함량 증가에 의한 토양 

탄소격리효과와 (Alvarez, 2005) 함께 경운에 필요한 기기의 연료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Houshyar and Grundmann, 

2017)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특히 논에서는 토양 물리성 개선에 의해 작기 중 메탄 (CH4)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Ahmad et al., 2009; Ali et al., 2009)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로써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무경운 논 토양에 벼를 이앙하면 논 표면 위에 모가 걸쳐져 물을 댔을 때 입모가 불안정하여 모가 물에 뜨는 

문제가 발생, 쌀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무경운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이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벼를 심

는 부분만 경운하는 최소경운 농법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Ryu, 2014). 실제로, 무경운과 마찬가지로 최소경운 조건

에서 벼를 재배 했을 때도 관행적 경운 처리구와 비교하여 약 68%의 메탄 배출 저감 효과가 밝혀진 바 있다 (Cho, 

2020). 하지만 이는 벼 재배기간 중 최소경운을 실시한 논에서의 메탄 배출량 만을 비교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기후와 

농업 특성상, 대부분의 논은 벼를 재배하는 130여일을 제외하고 200일 이상을 논에 물을 대지 않은 상태로 방치해 둔

다. 담수 상태의 논은 토양 산소가 부족, 혐기 조건을 형성하는 반면 물을 뗀 논은 상대적으로 호기적 조건으로 작기와 

휴경기 토양은 극단적으로 다른 환경을 나타낸다 (Gwon et al., 2019). 또한 계절적 변화에 따라 토양 미생물 활성이 

크게 달라지면서 (Pietikäinen et al., 2005)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경운에 의한 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작기뿐만 아니라 휴경기를 포함한 연

중 변화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행 경운과 최소경운을 실시한 논에서 휴경기 중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경운의 여부가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SOC 축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NECB (net ecosystem 

carbon budget)법을 활용하여 휴경기 탄소 변화량을 조사하여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차후 

연중 최소경운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조사하고,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에 최소경운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

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시험포장 정보 및 처리구 설계 본 시험은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내 벼 시험포장 (위도 

35°50'03.5"N, 경도 127°02'40.6"E)에서 2021년 벼 수확 이후부터 2022년 벼 이앙 전까지 온실가스 배출 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험포장은 2019년부터 각각 경운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관행 경운구 (conventional tillage, CT)와 벼를 

심는 일부만 경운을 실시한 최소경운구 (reduced tillage, RT)로 처리구를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험토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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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질식양토 (silty clay loam, SCL)로 토양의 화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시험 포장은 벼 수확 이후 방치된 상태로 관리하였다. 그러나 경운구의 경우 이듬해 4월 8일 (days after harvest; 

DAH 171) 1차 경운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논에 물을 대기 직전인 5월 24일 (DAH 217) 경운구에서는 2차 경운을 통

해 땅을 고르게 정리하였다. 온실가스 배출 특성 조사는 이러한 포장 관리 작업 일정을 고려하여 5월 17일 (DAH 210)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중 기상환경은 농업날씨 365 (NAAS, 2022)에서 제공하는 일별 기상 

측정값 및 평년 기상 제공 자료를 활용하였다.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soil.

Treatment
pH

(1:5, H2O)

EC

(dS m-1)

Avail. P2O5

(mg kg-1)

OM

(g kg-1)

T-N

(g kg-1)

Exch. cations (cmolc kg-1)

K Ca Mg

Conventional tillage 6.2 0.66 75 22.7 1.3 0.31 5.94 1.91

Reduced tillage 5.8 0.43 24 20.5 1.2 0.27 5.17 1.91

가스 시료 채취 및 분석 온실가스 시료 채취는 폐쇄형 챔버법 (closed chamber)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

다. 조사기간 중 경운구에서는 경운 작업을 위해 챔버를 일시적으로 철거한 뒤 재설치 하여 마지막 시료 채취일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벼 수확 이후부터 200여일의 휴경기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일평균 온

실가스 배출 농도 관측 시간인 10~12시 사이에 가스시료를 채취하였다 (Haque et al., 2016; Gwon et al., 2019). 시료 

채취는 주 1회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포장 운영 상태에 따라 격주 간격으로 가스 시료를 채취하였다. 원통형의 지름 

25, 높이 50 cm인 불투명 챔버를 사용하였으며, 가스시료 채취를 위해 챔버를 닫을 때를 제외하면 열린 상태를 유지

하였다. 뚜껑을 닫아 챔버를 밀폐한 직후 60 mL 주사기로 초기 가스시료를 채취하고, 30분 후에 60 mL 주사기를 이

용하여 후기 시료를 채취하고 뚜껑을 다시 열었다. 이와 동시에 측정 당시의 온도 및 챔버 내부의 온도 변화, 지면으로

부터 챔버 높이 측정을 통해 챔버 내부의 부피를 수학적으로 보정하였다. 추가로 온실가스 시료 채취와 동시에 지온을 

측정 (ATM Multi-thermometer, Daihan, Korea)하였다. 그리고 60 mL 주사기에 포집한 가스 시료는 실험실로 옮겨 

기체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Detector -FID for CH4, CO2 and ECD for N2O)를 이용하여 정량분석하

고, Eqs. 1, 2를 이용하여 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Rolston, 1986; Haque et al., 2016; Choi et al., 2020; Lee et al., 

2020).

  ××× (Eq. 1)

  : CO2 or CH4 or N2O flux (mg m-2 h-1)

 : Gas density (mg m-1)

  : Volume of chamber (m3)

  : Surface area of chamber (m2)

 : Rate of increase of gas concentration (µL L-1 h-1)

  : Absolute temperature (273 + mean temperature in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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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or    ∑

 ×
 (Eq. 2)

 : The rate of flux (g m-2 d-1) in the   sampling interval

 : The number of days in the   sampling interval

 : The number of sampling intervals

NECB (net ecosystem carbon budget) 산정 토양으로 탄소 유입량과 유출량 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NECB 

(net ecosystem carbon budget)법을 활용하여 토양 탄소 변화량을 Eq. 3과 같이 구하였다 (Ma et al., 2013; Wu et al., 

2018; Gwon et al., 2019).

       ∑ ∑   ∑∑   (Eq. 3)

여기서, NPP (net primary production)는 순 1차 생산량인 식물체의 생체량 (biomass)으로 휴경기 중 논에서 발생한 

잡초의 생체량으로부터 구하였다. 휴경기 논의 잡초는 대부분이 뚝새풀 (Alopecurus aequalis)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

인하고, 논에서 단위면적 당 잡초의 지상부의 생체량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삽을 이용해 식물체의 지상부와 지하부를 

동시에 채취하여 뿌리에 묻은 흙을 씻어내고 70°C에서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 지상부/지하부 간 비율을 구하였다. 지

상부/지하부 비율은 1.0/0.5로 나타났으며, 이 값을 활용하여 단위면적 당 지하부 생체량을 구하였다. 건조한 식물체 

시료는 분쇄하여 원소분석기 (Vario Max CN, Elementer anlysensystem, Germany)를 이용, 지상부와 지하부의 탄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 각각 42.4%, 32.5%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잡초 생체량을 단위 면적 당 탄소 투입량으로 

환산하여 NPP를 구하였다. Respired C loss는 토양 미생물 등에 의한 토양 호흡을 의미하며, 챔버법으로 조사한 이산

화탄소 (CO2) 및 CH4 배출량을 단위면적 당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구하였다.

Net GWP (net global warming potential) 산정 Eq. 4를 이용하여 논에서 배출된 메탄과 아산화질소를 각각 

CO2 당량으로 환산하여 지구온난화지수 (global warming potential, GWP)를 구하였다 (IPCC, 2014; Wu et al., 2018). 

그리고 NECB 법을 활용하여 산정한 토양 탄소 변화량을 CO2 당량으로 환산한 뒤 앞서 구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감

하여 온실가스 순 배출량 (net GWP)을 산정하였다 (Ma et al., 2013; Haque et al., 2015).

   
     ×

 ×× (Eq. 4)

토양 분석 각각의 처리구에서 토양시료채취기 (auger)를 이용하여 토양을 채취하였다. 토양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건조 후 2 mm 체로 거른 뒤, 화학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토양 분석은 농촌진흥청 종합검정실 분석 매뉴얼에 

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RDA, 2013). 토양 pH는 토양과 증류수를 1:5 (W V-1)로 혼합하고 30분 교반한 뒤, pH 측

정하고 이를 여과하여 EC를 측정하였다 (Orison 4 star, Thermo, Singapore). 토양 유기물 및 질소 함량은 CN analyzer 

(Vario Max CN, Elementar, German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효 인산 함량은 Lancaster 법으로 침출 후 720 nm 

파장의 비색계 (AU/CARY 300, Varian Australia)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치환성 양이온은 1 M의 암모늄 아세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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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monium acetate, NH4OAC, pH 7.0)으로 침출하여 여과 후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Potima 7300, DV, Perkin 

Elmer, USA)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방법 통계분석은 SPSS (IBM Statistics 2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5% 유의수준에서 t-test를 실시, 두 

처리구 간 통계적인 차이를 비교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기상 및 토양 온도 변화 휴경기의 강수량과 일 평균 온도 변화는 Fig. 1에, 가스 시료 채취 당시 토양 온도와 기

온 변화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일평균 온도와 토양 및 기온은 계절 변화에 따라 증감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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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aily rainfall and mean air temperature during fallow season in rice p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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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과거 5년 평년 기상 자료와 비교하여 상당히 가물었다. 휴경기 중 11월 (DAH 13th~42th)과 3월 (DAH 133th~ 

163th)의 강수량은 각각 81.5 mm, 84.5 mm로 평년 대비 45 mm, 39 mm 많았다. 하지만 11월과 3월을 제외하고 월별 

강수량은 평년 대비 12~75 mm 가량 적었다. 그 결과 휴경기 중 전체 강수량은 254.5 mm로 전년의 동일 기간 강수량

보다 (415 mm) 40%가량 적어 평년 대비 가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NAAS, 2022).

이산화탄소 (CO2) 배출 특성 경운구와 최소경운구의 CO2 배출 변화는 Fig. 3a와 같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미생물에 의한 토양 호흡의 결과로, 조사기간 중 뚜렷한 경향 없이 두 처리구 모두 유사하게 증감하였다. 조사기간 중 

경운구에서는 최대 254 mg CO2 m
-2 hr-1, 최소 15 mg CO2 m

-2 hr-1, 평균 97 mg CO2 m
-2 hr-1의 CO2 발생이 확인되었

다. 최소경운구에서는 최대 267 mg CO2 m
-2 hr-1, 최소 26 mg CO2 m

-2 hr-1, 평균 131 mg CO2 m
-2 hr-1의 CO2 발생이 

확인되었다. 총 배출량은 경운구와 최소경운구 각각 4,516 kg CO2 ha-1, 6,207 kg CO2 ha-1로 최소경운구의 배출량이 

많았으나 큰 편차로 인해 처리구 간에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다만 Supplementary Fig. 1에 나타낸 것처럼 CO2 

배출량과 기온 간에 유의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 (Gwon et al., 2019, 2020)와 마찬가지

로 토양 미생물의 활성이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Pietikäinen et al., 2005). 다만 Gwon et al. (2019)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행 경운구 CO2 배출 수준은 150~212.7 mg CO2 m
-2 hr-1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경운구 (97.0 

mg CO2 m
-2 hr-1) 및 최소경운구 (131.3 mg CO2 m

-2 hr-1)에서 상대적으로 CO2 배출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가스 배출 경향 역시 차이를 보였는데, Gwon et al. (2019)의 연구에서는 계절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는 4월 이후 뚜

렷하게 높은 CO2 배출이 확인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증감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이는 조사기간 중 나타

난 가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Gwon et al. (2019)의 연구에서 관측된 휴경기 중 강수량은 324~712 mm

로 대부분의 강수가 4월 이후 집중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1월과 3월에 강수가 집중되고 극심한 

봄가뭄이 발생한 탓에 미생물의 활성도 저해되어 토양 호흡이 저해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Zhang et al., 2015; NAAS, 

2022).

메탄 (CH4) 배출 특성 경운구와 최소경운구의 CH4 배출 변화는 Fig. 3a와 같다. 조사기간 중 경운구에서는 최

대 0.07 mg CH4 m
-2 hr-1, 최소 -0.11 mg CH4 m

-2 hr-1, 평균 0.0 mg CH4 m
-2 hr-1의 CH4 발생이 확인되었다. 최소경운

구에서는 최대 1.09 mg CH4 m
-2 hr-1, 최소 -0.03 mg CH4 m

-2 hr-1, 평균 0.13 mg CH4 m
-2 hr-1의 CH4 발생이 확인되었

다. 총 배출량은 경운구와 최소경운구 각각 0.00 kg CH4 ha-1, 9.22 kg CH4 ha-1로 최소경운구의 배출량이 많았으나 처

리구 간에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이는 벼 수확 후 일시적으로 최소경운구에서 CH4 농도가 다소 높게 관측된 영

향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영향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CH4 배출은 담수로 인해 산소가 부족한 토양 환경에서 

메탄생성균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발생한다 (IPCC, 2014; Gwon et al., 2022). 반대로, 물떼기를 실시하면 논 토양 속

으로 산소가 확산되면서 토양 환경이 호기적으로 전환되어 메탄생성균의 활성 억제와 함께 메탄산화균 활성이 촉진

되면서 메탄 배출이 감소할 수 있다 (Ma and Lu, 2011; Ma et al., 2012). 이러한 메탄 배출의 특성을 고려할 때 휴경기 

논의 CH4 배출은 후자의 경우로, 벼 수확 전 실시한 완전물떼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CH4 배출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휴경기에는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의 CH4 배출이 관측되기도 하였다 (Gwon et al., 2020). 이는 휴경

기 중 메탄생성균의 활성이 억제된 조건에서 메탄산화균에 의해 대기 중 메탄이 소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Cai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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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CO2 (a), CH4 (b) and N2O (c) emission rate during fallow season in rice paddy (↗means plowing).

아산화질소 (N2O) 배출 특성 경운구와 최소경운구의 N2O 배출량 변화는 Fig. 3c와 같다. 조사기간 중 경운구

에서는 최대 96.75 µg N2O m-2 hr-1, 최소 2.08 µg N2O m-2 hr-1, 평균 32.67 µg N2O m-2 hr-1의 N2O가 발생하였다. 최

소경운구에서는 최대 188.47 µg N2O m-2 hr-1, 최소 1.39 µg N2O m-2 hr-1, 평균 30.92 µg N2O m-2 hr-1의 N2O가 발생

하였다. 총 배출량은 경운구와 최소경운구 각각 1.69 kg N2O ha-1, 1.42 kg N2O ha-1로 최소경운구의 배출량이 다소 적

었으나 처리구 간에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관행경운을 실시한 논에서 휴경기 중 총 N2O 

배출과 (3.3 kg N2O ha-1) 비교하여 절반 수준이었다 (Gwon et al., 2020).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경운 직후에 일시적으

로 높은 N2O 배출이 나타난 반면 (Gwon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경운 (DAH 171th) 이후 유의적인 N2O 증가가 

관측되지 않았다. 경운과 최소경운 처리구 간 총 N2O 배출 차이가 없는 것도 경운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아산화질소는 토양 중 질소가 미생물에 의해 질산화 및 탈질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다 

(Coskun et al., 2017). 미생물 활동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만큼 N2O 배출에 있어서 토양 온도 및 수분함량은 중요한 

인자라고 알려져 있다 (Ariani et al., 2021). 이와 관련하여 Rowlings et al. (2015)의 주장에 따르면 N2O 배출은 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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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전체적으로 N2O 배출이 적은 것은 봄가뭄으로 인해 배출이 억

제되었기 때문으로 보였다.

Net ecosystem carbon budget (NECB) 변화 본 연구에서 휴경기 중 산정에 반영된 탄소 유입원은 논에서 발

생한 잡초의 토양 환원이다. 경운구와 최소경운구의 지상부 잡초 발생량은 각각 429 kg ha-1, 926 kg ha-1, 지하부 발생

량은 각각 217 kg ha-1, 468 kg ha-1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휴경기 중 잡초의 생체량과 순 1차 생산량 (NPP)은 Supple-

mentary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경운구보다 최소경운구에서 약 2배 많았다. 이는 DHA 171th에 실시한 경운의 

영향으로, 땅을 갈아엎어 제초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Titi, 2002). 토양 호흡 (CO2-C 및 CH4-C)으로 유출된 

탄소량은 경운구와 최소경운구에서 각각 1,237 kg C ha-1, 1,693 kg C ha-1로 대부분이 CO2에 의한 배출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NECB 값은 경운구에서 -984 kg C ha-1, 최소경운구에서 -1,151 kg C ha-1로 휴경기 중에는 모든 처리구에서 

토양 탄소의 유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won et al. (2019)과 Haque et al. (2015)의 선행연구에서도 휴경기 

중 상대적으로 많은 CO2-C 유출에 의해 NECB가 음의 값 (-1,395~-1,994 kg C ha-1)을 나타낸 것과 동일한 결과였다.

온실가스 순 배출량 (net global warming potential, net GWP) 온실가스 순 배출량 (net GWP)은 CH4 및 

N2O 배출량과 토양 탄소 유출량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한 값으로, Table 2와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경운구의 net 

GWP는 4.09 Mg CO2 eq. ha-1로, 총 배출량에 있어서 CH4 배출은 거의 없었으며 N2O 배출이 12.3% (0.50 Mg CO2 

eq. ha-1), NECB에 의한 탄소 유출이 87.7% (-3.59 Mg CO2 eq. ha-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경운구의 net 

GWP는 4.96 Mg CO2 eq. ha-1로, 총 배출량에 있어서 CH4 배출이 6.3% (0.31 Mg CO2 eq. ha-1), N2O 배출이 8.5% 

(0.42 Mg CO2 eq. ha-1), NECB에 의한 탄소 유출이 85.1% (-4.22 Mg CO2 eq. ha-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소경운구의 net GWP가 다소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휴경기 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간과되고 있음을 주장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있다 (Haque et al., 2015; Martínez- 

Eixarch et al., 2018; Gwon et al., 2019, 2020).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과 탄소 변화량을 함께 고려한 net GWP 값을 산

정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그나마 Haque et al. (2015)의 선행연구에서 풋거름작물 환원 여부에 따른 휴경기 논에

서의 net GWP 산정 사례가 있어 본 연구와 일부 비교가 가능하였다. 풋거름을 재배하지 않은 경운구에서 net GWP는 

평균 6.68 Mg CO2 eq. ha-1로, 총 배출량에 있어서 CH4은 거의 배출되지 않았으며, N2O 배출이 15.8% (1.06 Mg CO2 

eq. ha-1), NECB에 의한 탄소 유출이 84.6% (5.66 1.06 Mg CO2 eq. ha-1)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휴경기 중 net GWP의 상당량은 CO2 배출에 의한 토양 탄소 유실에 의한 것으로, 토양 탄소 관리를 

중점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경운 여부에 따른 휴경기 논에서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휴경기 중 경운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차후 본 결과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험결과 휴경기 중 경운구와 최소경운구에서 온실가스 순 배출량 (net GWP)은 각각 4.09 Mg CO2 eq. ha-1, 

4.96 Mg CO2 eq. ha-1로, 처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다만 두 처리구 모두 토양 호흡에서 발생한 CO2 배출에 

의한 탄소 유출이 휴경기 중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경운 여부보다는 기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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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따라서 휴경기 논에서 토양 탄소를 증진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관리방법을 탐색하는 방향

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단년차에 수행된 결과로, 여러 지역과 

환경조건에서 경운과 무경운을 지속하였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휴경기 중 경운의 영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 Net global warming potential (net GWP) under different tillage systems during fallow season in rice paddy.

Treatment
CH4

(Mg CO2 eq. ha-1)

N2O

(Mg CO2 eq. ha-1)

NECB

(Mg CO2 eq. ha-1)

Net GWP

(Mg CO2 eq. ha-1)

Conventional tillage 0.00 0.50 -3.59 4.09

Reduced tillage 0.31 0.42 -4.22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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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et global warming potential (net GWP) under different tillage systems during fallow season in rice p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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