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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3년 3월과 8월 사이 총 3회에 걸쳐 챔버를 이용하여 충남 태안 소근리 갯벌 퇴적물에서 가스들(메탄,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산소 및 가연성 가스)의 방출량을 측정하였다. 챔버 내에서 채취된 메탄의 농도는 가스크
로마토그래피를, 그 외 가스종은 Multi-gas monito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가스 종들의 배출량(+) 또는 흡수량
(-)은 농도의 시간 변화율을 구한 후 1차 함수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다른 변수(퇴적물 함수율, 온도,
총유기탄소, 평균입도크기 및 챔버 내 온도) 또한 같은 장소에서 측정하였다. 메탄은 +0.06~+0.60 mg/m2/hr, 이산화
2
2
탄소는 +58.45~+95.58 mg/m2/hr, 산소는 –0.02~-0.20 mg/m /hr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0.60~+0.65 mg/m /hr을 방출

하거나 흡수하였다. 특히, 메탄은 여름철 높은 표층 퇴적물 온도(32.0~36.8℃)에서 양(+0.06~+0.18 mg/m2/hr)보다 봄
철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14.5℃)에서 더 많은 양(+0.60 mg/m2/hr)이 방출되었다. 퇴적물로부터 메탄의 방출량
은 플럭스에 대한 표층퇴적물 입도 크기와 챔버 내부 온도와의 상관계수(R2)는 각각 -0.97, -0.89를 보였다.
핵심용어 : 가스방출, 가스흡수, 메탄, 챔버, 퇴적물 매개 변수

Abstract
In March to August 2013, the emission of gases (CH4, VOC, CO2, O2, and LEL) was measured three times from the
intertidal flat sediments at Sogeun-ri, Taean-gun, in the Mid-western seashore of Korea by using chamber method. After
analyzing gas emission concentrations inside of flux enclosure chamber by using a GC equipped with Agilent 6890. The
gas emission fluxes were calculated from a linear regression of the changes in the concentrations with time. The ranges
2
of gas flux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were +0.06~+0.60 mg/m2/hr for CH4, +58.45~+95.58 mg/m /hr for CO2,

-0.02~-0.20 mg/m2/hr for O2, and –0.60~+0.65 mg/m2/hr for VOC, respectively. The flux measurement results revealed
that CH4 fluxes during March in the relatively low sediment temperature (14.5℃) were significantly higher (+0.60
2
mg/m2/hr) than during June and August (+0.06~+0.18 mg/m /hr) in high sediment temperature (32.0~36.8℃). CH4 flux to

mean size of sediments and temperature of inner chamber exhibited strong positive correlation (R2=-0.97 and R2=-0.89,
respectively).
Keywords : CH4, Chamber, Gas absorption, Gas emission, Sediment parameters

1. 서 론

Change)는 감축없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
(CO2, CH4, HFCs(수소불화탄소), PFCs, SF6(과불화화합

2013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물) 및 N2O)를 배출하여 CO2의 농도가 2100년에 936

관한 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nel on Climate

ppm에 도달하면, 21세기 말(2081~2100년) 지구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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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은 1986~2005년 대비 약 3.7℃ 오르고 해수면은

히고자 하였다. 현장 조사는 2013년 봄~가을 동안에

약 63 cm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온실가스

계절단위(일중 특정시간대)로 메탄 플럭스(flux)를 계

라도 적외선 에너지 흡수능력대가 온난화 잠재력

산하면서 다른 동일한 챔버 내에 기타 가스(VOC,

(Global Warming Potential, GWP)은 큰 차이가 있는데

LEL, O2 및 CO2) 배경농도 데이터를 실시간 확인하

CO2의 GWP에 비해 CH4는 21, N2O는 31 배나 크다

여 CH4의 농도 변화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IPCC, 2013). 유엔 교토기후협약에 의해 선진국가들
은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량

2. 연구방법

산정을 위해 산업분야는 물론이고, 경작지, 목초지,
습지, 가축 등으로부터의 배출기작에 대해 활발한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2011). 우리나라의 경우도 육지
역의 경작지, 습지 및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
정하고 있으나, 접근이 어려운 연안습지인 갯벌과 하
구 그리고 해양에서의 조사는 활발하지 못하다(Kim
and Na, 2013, Song et al., 2010). 특히 지구상의 습지

2.1 조사 위치 및 정보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갯벌(126°11’03.8” E,
36°48’52.3” N)에서 2013년 3월, 6월 및 8월에 각 1회
씩 현장실험을 진행하였다(Fig. 1). 챔버 설치 지역인
소근리 갯벌과 가장 가까운 의항항까지는 약 2.41 km
떨어져 있으며 의항항과 신두리 갯벌을 경계로 소근

는 CH4의 지구 전체 배출량(연간 ~500 Tg)의 10~27%

리 지역 만형의 갯벌 면적은 약 3.0 km2이다(Ministry

정도(55~150 Tg)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f Oceans and Fisheries, 2005).
해상환경 조건 중 창조류는 주로 태안반도의 서측

(Watson et al., 2000).
갯벌은 대기 노출과 해수 침수가 매일 2회 반복되

으로부터 북동류하여 동수도와 대산항 전면해역을 거

는 특성에 따라 복잡한 생⦁지화학적 과정을 통해 유

쳐 아산만으로 흐르며, 낙조류는 아산만으로부터 흘러

기물을 생성집적
‧
및 분해한다. 갯벌의 상부 지역

나와 대산항을 거쳐 남서류하면서 태안반도의 서측으

(supratidal flat)은 조개류(패류)를 포함한 다양한 저서

로 흐른다(Mokpo National University, 2010). 대체적으

동물들의 매우 활발한 섭식활동과 식물성 플랑크톤인

로 창조류가 낙조류보다 우세하며, 조류형태는 반일주

규조류 등의 활발한 광합성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등
의 기체상 물질의 거동이 매우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
다(Warneck, 2000). 대기에 노출되는 썰물 때에는 퇴
적층 표면부에서는 호기성이 형성되어 일반적으로
CO2를 배출하며, 해침되는 밀물 때에는 혐기성으로

조류로서 1일 2회의 창•낙조가 일어나며, 일조부등은
달의 적위가 최대인 날로부터 약 2일부터 나타나며,
대조기에 하•동절의 삭•망에, 소조기에는 춘•추절의
양현에 나타난다. 창조류는 대산항의 저조류 0.2~0.6시

주로 CH4 배출이 우세하다. 일반적으로 갯벌 퇴적층

경에, 잔류하며 최강창조류는 고조 전 2.4~3.7시 경에,

에 산소 공급은 표면으로부터 수 cm 깊이에 제한된

평균대조기 최강 유속은 1.6~2.3 knt에 이른다. 낙조류

다(Moore and Knowles, 1989). 산소가 부족한 환경인

는 고조 후 0.2~0.8시 경에 전류하며, 최강낙조류는 저

퇴적물

조전 2.4~3.9시 경에, 평균대조기 최강유속이 1.6~2.0

중에는

메탄형성

박테리아(methanogenic

bacteria)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탄소와 질소의 생지

knt에 이른다(Mokpo National University, 2010).

화학적 순환(bio-geochemical cycle)중 CO2, CH4 및

퇴적상 특징은 소근리 갯벌 북서쪽 서해 해안선에

N2O 가스가 퇴적 표층에서 배출되거나 흡수될 수 있

자갈해안이 형성되어 있으며, 갯벌은 펄의 함량이 높

다(Warneck, 2000). 갯벌의 탄소(C)는 생지화학순환을
통하여, 지구 온실기체 수지(budget)에 기여함에도 불
구하고 국내 온실기체 배출량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Kim, 2007). 내륙 담수습
지의 온실가스 중 CH4의 배출은 다른 여러 특성보다
온도와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Kim and
Na, 2013; Kim and Na, 2011; Kim et al., 2002).

은 모래펄 갯벌이다. 신두리 해수욕장에 가까운 갯벌
은 모래함량이 높으며, 사구 식생이 보인다. 그리고
내만으로 갈수록 펄의 함량이 높아 전형적인 펄갯벌
을 이룬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05).
저서 생물상은 개울타리고둥, 샛고둥, 게류, 길게,
돼지가리맛, 떡조개, 말백합, 무늬발게, 빛조개, 살조

이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태안 소근리의 상부

사, 서해비단고둥, 쏙붙이, 엽낭데, 참굴, 총알고둥, 흑

갯벌에서 챔버를 사용하여 퇴적층으로부터 발생하는

비단고둥, 집게, 게류 및 갯지렁이류도 채집되었다

CH4의 자연배출량을 측정하고 코아 퇴적물의 여러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05). 또한 주변해

특성과 비교하여 계절에 따른 온실 가스의 거동을 밝

역에서의 어업행위 활동으로 맨손어업(낙지, 바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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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게, 소라), 굴양식으로 허가되어 있다(Ministry of

가장 가까운 서산지역의 1981~2010년간 평균기온

Oceans and Fisheries, 2005). 또한 2007년 태안 허베이

은 11.9℃, 최고기온 17.3℃, 최저기온 7.2℃, 평균습

스피리트 사고 이후 2009년 조사된 유류오염 환경영

도 74.1%, 평균풍속 2.4 m/s 및 연평균강수량은

향평가 및 복원연구에 의하면, 대형저서동물의 출현

1285.7 mm이다. 봄철에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며, 북

종의 서식밀도는 남해포>근소만>의항리>소근리 순으

동기류 유입 시 낮 최고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 여름

로 나타나 소근리에서 가장 낮았다(KIOST, 2010).

철에는 남서기류의 영향으로 습하고 겨울철에는 북서
기류의 영향이 탁월해 눈이 자주 온다(KMA, 2013).

기상특징은 2005~2009년간 주풍향은 북풍이며, 풍

35 52' 00" N

속 5 m/s 이상 비율은 24.3%이다(KM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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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of sampling site at Sogeun-ri, Taean, Chungnam, mid-western coast of Korea.

2.2 챔버 내 가스 시료 및 퇴적물 시료 채취
현장 실험장비는 챔버 A, B 및 테들러 백으로 구
성된다(Fig. 2). 챔버 A와 B는 Fig. 3과 같이 퇴적층
표층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2개 모두 동일하게
반구형 투명 아크릴(두께 10 mm)로 제작하였다. 또
한 퇴적물 표면에 반구형투명 아크릴을 쉽게 삽입할

Multi-gas Monitor (IR)

Chamber A

Chamber B
Thermometer & Hygrometer
Speed controler
Speed controler

Tedlar bag

Motor & Battery

Inner temperature

Output air

R

Inner temperature

Airscrew

Airscrew

수 있도록 아크릴의 아래 10 cm 부분과 위 30 cm
부분을 각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실험시
아래 10 cm 아크릴 부분을 퇴적물 표면에 9 cm까
지 먼저 삽입하여 30분 후, 챔버로부터 기체가 누출
(leaking)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윗부분을 실리콘
O-ring으로 밀폐하였다. 챔버는 밑면 706.5 cm2, 높
이 30.0 cm인 반구형(부피, 약 21.2 L)이다. 챔버 구

Fig. 2. A system consiting of chambers A, B, and Tedlar
bag to correct air samples in the chamber. In the chamber
A, only CH4 was sampled while in the chamber B , CO2,
O2, VOC, LEL using Multi-gas Monitor (RAE System).

시료 채취와 현장 측정은 2013년 3월 5일 12:00부

성 부품들은 퇴적물 표층에서 챔버 설치 및 분리를

터 13:15까지 1차, 6월 14일 14:15부터 16:15까지 2
차 및 8월 26일 13:20부터 14:20까지 3차가 진행되었

위한 압력조절 밸브 4개, 12 V 전원 공급 배터리 1

다. 이 시간대는 갯벌이 조석주기에 따라 갯벌이 노

개, 약 20~25 rpm 속도로 챔버 내 기체 순환을 위한

출되기 때문에 매번 일정한 시간대에서 시료채취와
측정은 불가능하였다.

팬 1개, 팬의 속도 조절기 1개, 챔버 내부 온도계 1
개, 시료 채취용 밸브 1개와 챔버 위/아래 분리용 너
트 8개로 구성된다.

챔버 A에서는 메탄 플럭스(flux)를 계산하기 위해
일정시간 간격으로 테들러 백으로 100 ml의 대기 시
료를 채취하였다. 이 방법을 통하여 챔버를 퇴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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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치하여 퇴적물로부터 배출(+) 또는 흡수(-)되
는 가스가 챔버 내부로 방출되어 평형상태에 도달하

2.3 CH4 시료분석 방법 및 플럭스 산정

기까지 시간에 따른 농도 증가율을 계산하여, 가스

챔버 A에서 채취한 CH4 분석은 기체크로마토그

의 플럭스를 산정한다(Kim, 2007). 챔버 A 내 CH4
분석용 시료는 항상 대기 채취용 밸브 루어콕(lure

래피(gas chromatograph, GC)를 이용하였으며, Table

cock)을 이용하여 테들러 백에 포집하였다. 포집된

는

테틀러 백은 빛이 차단된 암실에 보관하여 바로 실
내 실험실로 이송하여 최대 3일 이내에 분석하였다.

Rt-QPLOT(30 m×0.32 mm×10.0 µm)를 사용하여 수

챔버 B는 소형 계측기기 RAE을 이용하여 배경농도
를 측정하였으며 실험 종료 후 데이터를 백업하였다.
챔버 B에서는 챔버 A와 동시에 비접촉식 적외선(IR)
방식인 소형 계측기(Multi-gas monitor, RAE systems)
를 이용하여 30초 간격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 가연성 가스(lower
explosion limit, LEL), CO2 및 O2 함량을 실시간 측정
하였다. RAE systems은 실시간 측정 및 자동저장이
가능하다. LEL은 가연성가스(inflammable gas) 폭발
하한계 농도를 100으로 보았을 때 가연성 가스의 농
도를 100분의 1단위로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즉, 폭
발을 일으키는 최저의 가스 농도를 말한다. 그리고
챔버 A, B 모두 측정 중 25 rpm 속도의 저속 소형
팬을 연속적으로 작동하여 챔버 내 공기가 완전히 혼
합되어 균질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조사
기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챔버 밖의 조도(luminance),
대기 온도와 습도, 그리고 챔버 내 온도와 퇴적물 표
층 온도를 측정하였다.

1은 GC 설정조건을 나타내었다. 분석에 사용된 GC
Agilent사의

GC-6890

model이다.

컬럼은

소불꽃이온화검출기(Flame Inonization Detector, FID)
를 이용하여 CH4 농도를 분석하였다. 운반가스
(carrier gas)는 순도 99.999%의 헬륨(He)을 사용하였
다. 분석에 사용한 CH4 표준기체(standard gas)의 농
도는 1, 10 및 100 ppm으로 모두 농도 오차 3% 이
내였다. 시료분석 전에 정밀성과 재현성 조사를 위
해 GC는 약 12시간 충분히 안정화시킨 후, CH4 표
준기체를 3회씩 분석하였으며, 피크(peak) 면적과 재
현시간을 각각 조사하였다. 반복정밀성(RSD=표준편
차/평균값×100%)은 0.7~4.5%였으며, 직선성(linearity)
을 나타내는 다중 검량선 확인 결과 R2=0.9888 이상
이었다.
일정시간 간격 CH4 농도 분석결과는 처음농도
( )~나중농도(  )의 시간(  ~ ) 변화율( ∆  ∆ )
을 구한 후 1차 함수 결과의 기울기를 다음 식(1)의
배출량(+) 또는 흡수량(-) 플럭스 값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퇴적물 표면에서 방출되는 가스를 직

12 V Battery
Stirrer controller

접 측정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고, 다양한 매질
Inner temperature sensor

Motor

에 적용 가능하고 장비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Pressure control

Pressure control

제작과 운용이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뿐만 아니라,
검출한계가 낮으면서 정확도와 정밀도가 우수한 측

Zinc stirrer

정값을 얻을 수 있어 국내•외 여러분야의 배출량 연

30.0 cm
Sampling port

Pressure control
Butterfly nuts X 8

10.0 cm

구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Kim, 2007; Kim and
Oh, 2003).

10.0 cm



    ∆  
   ∙   ∙   ∙   
    ∆       

30.0 cm

+
-

25
0

50
rpm

(1)

   ∙    ∙   
     ∙    

       
              
∆∆        

Fig. 3. Schematic diagram of chamber system,
modified by Ki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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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condition of gas chromatograph for
CH4 measurement.
Equipment

GC

Analytical conditions

ㆍ

ㆍ

ㆍ

ㆍ

인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습지의
경우 CH4 발생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여름에
높고 기온이 낮은 가을에 배출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Freeman

et

al.,

2002).

또한

Instrument

GC-6890 (Agilent)

Column

Rt-QPLOT (30 m×0.32
mm×10.0 µm)

Magenheimer et al. (1996) 및 Bartlett et al.(1987)의

Detector

FID

보인다고 보고 되기도 하였다. 이는 표층온도에 따

Carrier gas

He (99.999%)

라서 낮은 퇴적물 온도(겨울철 최소 약 6℃, 봄철

Injection port temp

250℃

평균 약 15℃ 정도)에서 갯벌 퇴적물이 흡수원으로

Injection mode

Splitless, purge time: 1
min, 1,000 μL

Column flow

3.6 ml/min

Oven temp. Programing

50℃, hold 0.0 min →
30℃/min to 100℃, hold
1.0 min and 15℃/min to
240℃,
hold 3.0 min

연구에서 갯벌의 염분이 높을수록 CH4의 감소를

작용하기도 하며,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
도(최대 26℃)에서 배출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Dil et al., 2011; Chen et al., 2010;
Dlugokencky et al., 1993).

Kim and Na (2013) 결

과에 의하면 충남 서천군 갯벌 습지에서 CH4 플럭
스는

평균

mg/m2/hr

0.155±0.29

(-0.054~0.942

2

mg/m /hr)이었다. 충남 서천갯벌과 비교시 소근리
2

지역 평균값이 +0.28 mg/m /hr로 약 1.8 배 높았다.

3. 결과 및 고찰
3.1 챔버 A의 CH4 플러스 농도 변화
소근리 지역에서 Fig. 4와 같이 3월, 6월, 8월 각
각 CH4 배출량 플럭스 값은 +0.60, +0.06, +0.18
mg/m2/hr으로 평균값은 약 +0.28 mg/m2/hr이었다. 3
월 5일 닫힌 챔버 내 시간에 따른 CH4 농도 변화
값은 2.40(최소 농도시간, 2분)~4.89 ppm(최대 농도
시간, 47분)이며 평균 농도는 3.96 ppm 이었다. 또
한 6월 14일 CH4 농도 변화값은 0.79(최소 농도시
간, 2분)~1.47 ppm(최대 농도시간, 32분)이며, 평균
농도는 1.17 ppm이었다. 그리고 8월 26일 CH4 농
도 변화값은 4.76(최소 농도시간, 2분)~6.00 ppm(최
대 농도시간, 40분)이며 표층퇴적물 평균 온도는
14.5℃로 가장 낮았던 3월은 CH4 배출량 플럭스
2

값이 가장 높은 0.60 mg/m /hr, 챔버 내 CH4 평균
농도는 3.96 ppm이었다. 그러나 표층퇴적물 평균
온도가 36.8℃로 가장 높았던 6월은 CH4 배출량
2

플럭스 값이 가장 낮은 0.06 mg/m /hr이며, 챔버 내
CH4 평균농도는 1.17 ppm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일관성 있는 취득결과의 어려
움은 갯벌에서의 화학적 변수 및 강우, 기온, 바람
등 기상조건과 갯벌내 유입 될 수 있는 환경적 요

단, 소근리 지역에서는 CH4 흡수원으로 작용한 결
과값은 없었는데, 선행연구와 비교시 해양환경의
차이 및 실험횟수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
되며 더욱 심도있게 분석한다면 흡수원의 결과도
실험적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챔버 내
온도 변화값인 15~30℃에서 CH4 발생량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증가되며, 보통 온도가 10℃ 미
만에서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Rask et al., 2002).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온도
와 CH4 발생 상관성에 대해서는 3.3절에서 논의
하겠다.
이상의 측정 자료에 의한 CH4 방출 평균값
(+0.28 mg/m2/hr, +6.72 mg/m2/hr)을 이용하여 소근
리 지역에서 CH4 기체 연간 배출량(소근리 갯벌
2

지역 면적 약 3.0 km 로 가정, 조석 주기로 인한
대기 노출시간 연중 6개월로 가정, 해수면 CH4 방
출량은 없다라고 가정)은 약 +8.37 ton CH4/yr이었
다. Cao et al. (1996)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위도
30~40oN 지역의 다양한 습지환경에서 방출되는 일
모델식 평균값은 +143.5 mg/m2/hr이었다. 따라서 소
근리 갯벌에서는 같은 지역대의 일 모델식 평균값
의 약 0.2%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양의 CH4를 방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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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CH4, CO2, O2, VOC and LEL concentrations in the chambers A and B. (a) March, (b) June, and (c) Augu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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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8.9%, 18.5%이었다. Fig. 4(c) 8월(pH 7.5, 조도

3.2 챔버 B의 VOC, LEL, O2 및 CO2 농도 변화

826~918×100 Lux)에 VOC는 처음 0분에 0.4 ppm에서

Fig. 4 (a) 3월(pH 5.1, 조도 710~720×100 Lux)에

시작하여 실험시작 후 종료시점인 60분에는 0.2 ppm

VOC는 닫힌 챔버 B 실험 시작후 66분후부터 측정되

이었다. LEL의 경우는 3, 6월과 똑같이 전실험 중 0%

기 시작했으며, 최대 0.9 ppm이었다. LEL의 가연성가

이었다. CO2의 경우 0분 772 ppm에서 75분 종료시

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측정되지 않았다. CO2의 경우

1,091 ppm까지 약 1.4 배 높아졌다. O2의 경우도 3, 6

측정시작시 726 ppm에서 75분 종료시 1,104 ppm 까

월의 경우처럼 CO2와 반대로 0분 18.1%에서 60분

지 약 1.5배 높아졌다. O2의 경우는 CO2와 반대로 0

13.2%로 75분간 약 4.9% 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RAE

분 19.7%에서 75분 19.6%로 75분간 0.1% 감소를 하

를 닫힌 챔버 B에 삽입하기 전에 주변 60분간 CO2의

였다. 여기에서 소형 계측기기 RAE를 닫힌 챔버 B에

최소~최대값 및 평균값은 각각 736~997 ppm, 804

삽입하기 전에 주변 60분간 CO2의 최소~최대값 및

ppm이었으며, O2는 16.1~18.1%, 17.2%이었다. 일반적

평균값은 각각 692~727 ppm, 705 ppm이었으며, O2는

으로 CO2의 배출값의 경우 메탄에 비해 약 100 배로

19.6~19.7%, 19.7%이었다. 따라서 CO2, O2는 닫힌 챔

배출되거나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ang and

버 B내에서 급격한 농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판단된

Moncrieff, 2001)(Table 2).

다. 이러한 CO2, O2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

VOC의 발생 근원은 우리 주위에 매우 흔한 자동차

와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온도와 CH4 발생 상관성과

주행, 페인트, 요리과정, 용제 및 스프레이 사용 등의

같이 다음 절에서 논하고자 한다. Fig. 4(b) 6월(pH

인간 활동 뿐만 아니라 숲, 바다, 갯벌, 내륙 토양 등

7.0, 조도 698~850×100 Lux)에 VOC는 3월 비슷한 시

에서도 발생한다. 또한 대기 중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점이 실험 시작 후 64분 30초부터 측정되기 시작했으

해양기원 VOC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Lee, 2012).

며, 최대 2.0 ppm이었다. LEL는 3월처럼 처음부터 끝

즉, 해양 식물 플랑크톤, 대형 조류, 박테리아와 같은

까지 측정되지 않았다. CO2의 경우 0분 757 ppm에서

생물과 용존 유기물의 광화학 반응에 의해 만들어진

75분 종료시 1,533 ppm까지 약 2.0 배 높아졌다. O2

다양한 VOC류가 존재한다(Lee, 2012). 소근리 지역에

의 경우도 3월처럼 CO2와 반대로 0분 18.7%에서 75

서 VOC는 3, 6월 최대 2.0 ppm을 나타내고, 8월 최대

분 16.2%로 75분간 약 2.5%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

0.4 ppm을 나타냈는데, 발생원인 및 계절별 농도변화

다만 소형 계측기기 RAE를 닫힌 챔버 B에 삽입하기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로 하

전에 주변 60분간 CO2의 최소~최대값 및 평균값은

겠다.

각각 737~1,014 ppm, 779 ppm 이었으며, O2는
Table 2. Average fluxes of CH4, CO2, O2, VOC and surface sediment parameters for the experimental period.
2

Flux (mg/m /hr)
Date
(Start-end)

CH4
2
(R )

March 5, 2013 +0.60
(12:00-13:15) (0.87)

June 14, 2013
(14:15-16:15)

August 26,
2013
(13:20-14:20)

+0.06
(0.97)

+0.18
(0.72)

Surface sediment elements

O2
2
(R )

VOC
2
(R )

+73.13
(0.93)

-0.03
(0.63)

+0.65
(0.98)2)

-0.20
(0.80)

3)

+0.62
3)
(0.99)

-0.02
(0.95)

4)

+58.45
(0.98)

1) VOC standard gas is Toluene

Water
content
(%)

Sediment
temp.
(℃)

Temp. of
inner
chamber
(℃)

TOC
(%)

5.1

710~720

32.6

AVE.
14.5

AVE.
20.2

0.45

1)

CO2
2
(R )

+95.58
(1.00)

pH

Luminous
intensity
(×100
Lux)

2)

-0.60
(0.59)4)

7.0

7.5

698~850

826~918

2) Measured in 13:06-13:15

27.0

31.22

AVE.
32.0

AVE.
36.8

3) Measured in 15:57-16:15

AVE.
40.0

AVE.
43.0

0.50

0.52

Sediment Sediment
type
mean size
by Fork
(Φ)

3.62

gM
(gravelly
Mud)

6.78

(g)sM
(slightly
gravelly
sandy
Mud)

6.68

(g)sM
(slightly
gravelly
sandy
Mud)

4) Measured in 13:2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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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ter content

(b) Sediment temperature

(c) Temperature of inner chamber

(d) Total organic carbon

(e) Sediment mean size
Fig. 5. The plots of CH4, CO2, O2 and VOC flux vs (a) water content, (b) sediment temperature, (c) temperature in
chamber, (d) total organic carbon, and (e) mean size of sediments.

3.3 상관계수(R2)를 통한 조절인자
소근리 지역 갯벌에서 CH4 가스 배출량 및 플럭스
를 계산을 통해 배출(+) 또는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절인자(controlling facotrs) 중 닫힌 챔버 A, B
근처 표층퇴적물 함수율(water content), 표층퇴적물
온도(sedimnet temperature), 챔버 내 온도(temperature
of

inner

chamber),

표층퇴적물 총유기탄소량(total

organic carbon) 및 표층퇴적물 입도 크기(sediment
mean size) 사이의 1:1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특
히 챔버 내 온도는 챔버설치 조건, 기후, 습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변수이며, 실제 소근리 지역
의 CH4 가스 배출량 및 플럭스 산정에 중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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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3, 6, 8월 분기별 짧
은 시간 배출(흡수)량 자료이지만 1:1 상호 연관성에
따른 조절인자변수에 따른 각 기체의 배출량 경향성
을 직선성(linearity)의 정도로 표현하여 평가할 수 있
다. 이는 분기별 각 기체의 플럭스값과 챔버 내⦁외
이화학분석 값(표층퇴적물 함수율⦁온도⦁총유기탄소
량⦁입도 크기 및 챔버내 온도)과의 x-y plot를 Table
2 및 Fig. 5에 각각 나타내면서 이들 사이의 상관계
수(R2)를 함께 제시하였다.
Table 2 및 Fig. 5 (a) 3월에 4개 기체(CH4, CO2,
O2 및 VOC) 플럭스가 양(+)의 배출(source) 또는 음
(-)의 흡수(sink)량과 표층퇴적물 함수율과의 상관관계

ㆍ

ㆍ

ㆍ

ㆍ

ㆍ

ㆍ

에서 CO2, VOC(단, 13:06~13:15에서 변화값)는 표층퇴

기체의 배출이 억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월 표층

적물 함수율 증가에 따라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퇴적물의 퇴적상은 자갈모래(gM)이며, 6, 9월에는 약

으나, CH4, O2는 증가 경향을 보였다. 또한 O2의 경우

자갈모래((g)sM)로 같았다. 단순히 표층퇴적물 입자크

2

R =0.92의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났으며, CH4, CO2는
2

2

기만 가지고 비교해 볼 때 3월 평균입자 크기가 3.62

각각 R =+0.69, R =-0.64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2가

Φ로 6, 9월 각각 6.78 Φ, 6.68 Φ보다 평균 입자의

표층퇴적물 함수율 증가에 따라 민감한 것으로 판단

크기가 조립할 때 CH4 방출 플럭스 값이 높게 관찰되

된다. 결과적으로 퇴적물 함수율이 CH4, O2 배출에 중

었다.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였다. 낮은 퇴적물 수분량

Fang and Moncrieff (2001)과 Kim et al. (1992)의 연

이 퇴적물 내 박테리아의 대사활동을 약화시키고

구에서는 내륙토양에 교환되는 이산화탄소의 주요 조

sediment matrix에서 기체 확산을 방해함으로 대기로의

절인자는 토양 수분, 온도 및 유기물 함량이라고 하였

기체 배출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온도가 낮

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와 비교시 소근리 연안습지에

은 퇴적물의 경우 적정수준 보다 Fig. 5 (b)에서 표층

서도 CO2와 퇴적물 수분, 챔버 내 온도 및 유기물 함

퇴적물 온도 증가에 따른 상관관계(단, VOC의 경우

량과는 각각 R2=0.64, R2=1.00, R2=0.03으로 상대적으

15:57~16:15에서 변화값)에서 CH4의 경우 가장 높은

로 표층 퇴적물 수분량과 연관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2

R =-0.83를 나타내었다. 또한 표층퇴적물 온도증가에

챔버내 온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따라 CH4 방출량 플럭스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유기물 함량과는 큰 연관을 보이지 않았다.

보이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선행연구(Kim and

태안 소근리 특정 지역의 3, 6, 8월 특정일의 짧은

Na, 2013)에서는 담수습지와는 달리 갯벌에서의 배출

실험결과이지만, 자연토양, 갯벌 및 습지환경이 주요

량 산출 상관성은 전반적으로 담수습지(R2=0.3333)에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

2

비해 매우 약한 상관성을 보이기도 하였다(R =0.0016)

로 추가적인 배출인자(emission factor) 요인 분석이 필

고 한다. 또한 갯벌에서의 메탄 생성율은 온도 상승과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원인으로는 충분한 시간과

해수의 화학적 특성의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취득한 데이터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소근리 지역

다고도 알려져 있다(Kim et al., 2006). Fig. 5 (c)에서

은 비교적 상부조간대 지역에 속하나 조차가 큰 서해

2

챔버내 온도와 CH4는 비교적 높은 R =0.89의 상관계

간만의 영향으로 측정 일시에 따라 갯벌 환경변화가

수를 보였다. 그러나 CO2의 경우는 무관하다. 챔버내

심하다. 특히, 게(crab)의 활동으로 만들어 놓은 구멍

온도 측정의 목적은 표층퇴적물의 온도증가와는 별도

(burrow) 및 기타 갯벌 생물 등에 의한 퇴적물 모양

로 실험중 챔버 내부 온도 변화에서 인의적인 변수가

변화로 인한 기체배출기구(gas emission mechanism) 특

발생된다. 투명 아크릴 챔버를 통해 실험이 진행되다

성을 일정하게 조절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를 위해 앞

보니 햇빛 일조의 영향을 받기가 매우 쉽고 챔버 내

으로의 실험적 개선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조사지역의

부의 온도는 측정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되는 경우

다양한 변화•계절별 낙조류시 계절별 매번 최소 3~5

가 상당하다. 따라서 챔버 외부 대기온도와 챔버 내부

일의 장기간 실험 데이터 취득•데이터 취득시 주변

온도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챔버 외부에 암지로 덮

기상관측 시스템 AWS(auto weather system) 수준의 데

어 챔버 내부 온도 증가를 막을 필요도 있다고 판단

이터 취득•챔버 설계도 변경을 통한 시료 샘플 취득

되어 진다. Fig. 5 (d)에서 표층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

방법의 개선 및 지구 배경농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과 CH4, VOC(단, VOC의 경우 13:20~14:20에서 변화

욱 세심한 메탄가스 채취 방법 개선을 통해 갯벌의

2

2

값)는 각각 R =-0.78, R =-0.54으로 나타났는데, 탄소

배출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며, 갯벌

(C)원 비교적 영향이 많은 CH4, VOC에서 상대적으로

지역의 자연배출(natural biogenic source)자료 축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판단되며, 이는 갯벌이 혐

빈약한 국내 갯벌 자료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기성 환경에서 미생물의 활동에 따른 유기물의 분해

것으로 사료된다.

로 CH4, VOC 발생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으로 Fig. 5 (e)의 표층 퇴적물 입도 크기에 따른 CH4
2

4. 결 론

는 R =-0.97으로 매우 높았다. 또한 VOC, O2, CO2 각
각 R2=-0.24, R2=-0.23, R2=+0.02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태안 소근리 퇴적물을 대상으로 메

소근리 갯벌 표층 퇴적물에서 대기로의 기체배출과

탄가스 플럭스를 계산하기 위해 챔버법(enclosure

관련하여 퇴적물 입자 사이의 공극이 미세하여 온실

chamber technique)을 사용하여 2013년 3, 6, 8월 특정

289

감사의 글

시간대에 현장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이 논문은 2013년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한국해양
1) CH4 플럭스 농도 변화의 경우 배출량 플럭스

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관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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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emission) 수준의 값을 보였으며, 전체

위성기반 연근해 해양환경분석기술 개발 (SATCOM)

평균값은 +0.28 mg/m2/hr이었다. CH4 방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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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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