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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마른 북극에서 메탄가스 덜 나온다?
극지연, 건조해진 시베리아 동토층에서 온실가스 발생과 미생물 간 연관성 규명

□ 극지연구소 (소장 강성호)는 북극 동토층 메마른 지역에서 메탄가스 배출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다.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 

동토층에서 새어 나오고 있는 온실기체이다. 

□ 북극 동토층은 녹으면서, 지대의 높낮이에 따라 물이 모여 습지가 되거나 

물이 빠지고 건조한 환경으로 바뀐다. 이 같은 환경의 변화는 메탄을 

배출하는 미생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기존의 연구는 주로 다량의 

메탄가스 발생지로 알려진 습지대에 주목했다.

□ 극지연구소와 독일 막스 플랑크 국제 공동연구팀은 동시베리아 체르스키 

(Chersky)의 콜리마 (Kolyma) 강변에서 토양 미생물의 변화와 온실기체 

배출 현상을 추적했다. 앞선 연구팀이 배수로를 설치해 10년 간 인위적

으로 건조하게 만든 지역이다.

□ 연구팀은 메탄 생성과 관련한 7종의 신종 미생물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들의 기능과 우점도를 분석해 메탄가스 방출량 감소 원인을 찾아냈다. 

건조한 지역에서 메탄을 생성하는 미생물들은 개체 수는 크게 줄었으며, 

심지어 일부 메탄 생성균이 거의 사라지는 현상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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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또 다른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건조한 지역에서 더 높게 

측정됐는데, 습지 동토와 비교하면 약 2.8배에 달하는 양이었다. 건조한 

지역이 습지보다 낮에 기온이 잘 오르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미생물의 

호흡량이 늘었고, 개체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 온실기체 종류, 처한 환경에 따라 북극 미생물들이 다른 배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로 확인한 건조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동토층 전체로 확대할 수는 없지만, 북극 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미생물의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학계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 연구팀은 시베리아 이외의 고위도 동토층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알래스카, 캐나다 등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토층은 약 1조6천억 톤의 탄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구

온난화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해양ㆍ극지기초원천

기술개발사업 “북극 동토-대기환경기반 종합 모니터링 및 상호관계 규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결과는 국제 저명학술지인 Global Change 

Biology 7월호에 게재됐다.

    * 논문명: Disproportionate� microbial� responses� to� decadal� drainage� on� a�

Siberian� floodplain

□ 김민철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극지역 

미생물들이 온난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들의 생리특성에 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1.� 메마른�시베리아�습지의�온실가스�거동-미생물�반응�변화�모식도

붙임2.� 동시베리아�체르스키�콜리마�강변�건조�환경�실험�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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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메마른 시베리아 습지의 온실가스 거동-미생물 반응 변화 모식도

10년간의 배수로 수층이 낮아져 건조해진 습지에서의 미생물 변동 모식도 (위), 새로 

밝혀진 메탄 생성균 7종과 메탄 생성을 위한 미생물 간 상호 의존 기작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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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동시베리아 체르스키 콜리마 강변 건조 환경 실험 현장 

시베리아 체르스키 (Chersky) 지역의 콜리마 강변에 위치한 연구 현장 위치도. 배수로 

설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물을 배출시켜 건조시킨 지역 (왼쪽 아래), 콜리마 강의 잦은 

범람으로 항시 침수되어 있는 지역(오른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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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체르스키 (Chersky) 지역 연구현장 2013년 7월 (위), 2013년 11월 (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