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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강을 통해 바다로 유출되는 용존유기탄소(dissolved 

organic carbon, DOC)는 육상생태계와 바다생태계를 연결하는 지구 

탄소순환의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의 5대강을 통해 바다로 유출되는 

DOC의 농도가 가장 높을 때, 강물의 DOC가 미생물에 의해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3년 8월 강우 직후,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의 강 하류 지점에서 채취한 강물을 대

상으로 배양 실험을 진행하였다. 배양 기간 동안 DOC의 농도와 자

외-가시선 흡광도, 형광 세기를 포함한 분광 특성을 측정하여, 미생

물의 활동에 사용된 DOC의 농도(BDOC)를 정량하고 DOC의 기원

과 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미생물에 의한 

DOC의 소모가 일어나기 전, 강물 시료의 형광성 용존유기탄소

(FDOC)의 형광 세기를 측정한 후 PARAFAC 모델을 통해 FDOC

의 기원을 세가지로 구분하였고(C1, C2, C3), 이를 통해 DOC의 기

원을 추정하였다. 한국에서 바다로 유출되는 DOC 중에서는 육상에

서 기원하는 휴믹 계열의 탄소(C1)가 가장 많았고, 단위 탄소 당 

육상 기원의 DOC는 5개의 강에서 차이가 없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유출되는 탄소는 미생물에서 기원하는 탄소(C2), 그리고 농업

과 도시화와 같은 인간 활동의 개입에 기인하는 타이로신 계열(C3)

의 탄소였다. 금강과 낙동강은 형광 지수(FI)가 1.52 이상이었으며 

C2의 형광 세기가 높았고, 특히 낙동강에서는 C3가 다른 강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인간 활동의 

개입으로 인한 탄소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음이 보여졌다. 22±2 ℃

의 배양 조건에서 평균 25.3%의 DOC가 분해되는 동안, 육상 기원

의 FDOC는 증가하면서 방향성(aromaticity) 탄소의 비율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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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pecific ultraviolet absorbance(SUVA254)와 휴믹화된 탄소의 

비율을 나타내는 휴믹 지수(HIX)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타이로

신 계열의 FDOC는 미생물이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였다. 

DOC가 분해되는 기간의 BDOC의 농도와 FDOC 형광 세기의 변화 

사이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성은 없었고, BDOC의 농도

에 영향을 주는 분광 특성은 탄소의 기원이나 FDOC의 조성이 아닌 

spectral slope(S275-295)이었다. 육상에서 기원하여 강 하류까지 도

달한 DOC는 미생물과 햇빛에 의한 분해를 겪고 남은 유기물질이라

는 점을 고려할 때, 분해가 쉽지 않은 고분자 화합물일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이 연구의 결과는 여름철의 경우 분자량이 큰 유기

물질도 미생물에 의해 여전히 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주요어 : 용존유기탄소, 생분해성 용존유기탄소(BDOC), 한국의 

5대강, 형광 

학 번 : 2012-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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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ine dissolved organic carbon (DOC)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global carbon cycle, linking the terrestrial and 

oceanic ecosystems. Microbial alteration of DOC was evaluated 

by incubation experiments that were conducted for the water 

samples collected from downstream of the five largest rive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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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he Geum River, the Han River, the Nakdong River, the 

Sumjin River, and the Youngsan River) in August, 2013. DOC 

concentrations, ultra-violet absorbance, and fluorescence 

intensity were measured for the aliquots collected during the 

incubation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concentrations, sources, 

and chemical properties of DOC. The sources of DOC exported 

from the five largest rivers of Korea to the sea were estimated 

using PARAFAC modeling which separated fluorescent dissolved 

organic carbon(FDOC) into three components (C1, C2, and C3). 

The most abundant DOC component among the three was 

terrestrial humic substance (C1) followed by microbially 

originated humic materials (C2), and tyrosine like materials 

released from agricultural and urban streams. In the Geum River 

and the Nakdong River, fluorescence index (FI) was >1.52 

suggesting microbially originated DOC could be mixed with 

terrestrial sources. Fluorescence intensity of C3 in the Nakdong 

River was significantly high suggesting that deep ground water 

DOC could have been discharged. As averages 25.3% of DOC was 

removed at 22±2℃ incubation experiment, terrestrial FDOC, 

specific ultraviolet absorbance (SUVA254), and humification 

index (HIX) also increased, suggesting that the portion of 

aromatic carbon and humified carbon increased in the remaining 

solution. Tyrosine like FDOC was relatively easily removed by 

microbes. During DOC degradation phase, whil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not observed between bioavailable 

dissolved organic carbon (BDOC) and changed intensity of FDOC,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BDOC and 

spectral slope (S275-295), a proxy for molecular weight of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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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uggests that DOC consumed by microbes during the 

incubation had relatively large molecular weight. Although the 

riverine DOC at the mouth of the basins were expected to be 

relatively stable due to the prior microbial and photo degrada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even DOC with relatively high molecular 

weight in the downstream could be still removed from the system 

by microbes. 

 

keywords : Dissolved organic carbon, BDOC, The 5 rivers of 

Korea, fluorescence 

Student Number : 2012-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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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구 전체의 탄소순환에서 강은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위

치에 있으며 강에서 바다로 유출되는 용존유기탄소(dissolved 

organic carbon, DOC)는 육상생태계와 바다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요

한 요소이다(Jaffé et al., 2008). 육상생태계의 탄소가 강을 통해 바

다로 흘러나갈 때 탄소는 입자유기탄소(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 입자무기탄소(particulate inorganic carbon, PIC), 용존유기

탄소(DOC), 용존무기탄소(dissolved inorganic carbon, DIC) 사이

에서 화학적 구조와 에너지 상태를 변화하며 이동하고, 그 중 DOC

는 토지의 이용과 관리 정책의 변화와 같은 인간의 활동이나, 기후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Kolka et al., 2008). 특히 기후변

화는 강을 통해 유출되는 DOC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유

럽과 미국의 몇몇 유역에서는 최근 10여 년 동안 이러한 현상이 관

찰되어 왔다(Freeman et al., 2001; Hejzlar et al., 2003; Evans et 

al., 2005). 한국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와 강수량, 장마의 기

간과 빈도가 변하고 있고, 그러한 변화는 경제 성장과 인구의 증가 

등 사회적 요인과 함께 한국에서 바다로 유출되는 DOC를 변화시킬 

수 있다(Kim et al., 2000; Jung et al., 2002; Park et al., 2010; 

Seitzinger et al., 2010). 

그 밖에도 유역의 토지 이용(Petrone et al., 2011; Butman 

et al., 2012; Lu et al., 2013), 계절과 기후(Jaffé et al., 2008), 인

간 활동의 개입(Baker, 2001)은 강을 통해 유출되는 DOC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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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과 함께 조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육상 생태계에서 

기원된 탄소는 강의 DOC 조성에 육상 생태계의 특성을 보여준다

(Kolka et al., 2008). 하지만 강물의 DOC는 바다로 유출되기 전에 

강 내부에서 미생물의 호흡 활동에 쓰여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거나(Raymond et al., 2013), 그 구조나 조성의 변화

가 일어날 수 있다(Battin et al., 2008). 예를 들어, 미생물은 성장

과 호흡을 위해 DOC를 분해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활동은 

강물에 있는 DOC의 농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다수 보고되었다

(Saadi et al., 2006; Balcarczyk et al., 2009; Lu et al., 2013). DOC

의 농도가 감소되는 정도는 DOC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식물, 조류, 

토양 등 제한된 기원을 가지는 DOC는 여러 기원의 유기물질이 섞

여있는 하천의 DOC보다 미생물에 의해 이용되는 정도가 컸고

(Pellerin et al., 2010; Hur, 2011), 강물의 내부에서는 최근에 광합

성이 된 유기탄소가 수백 년 전에 광합성이 된 유기탄소보다 우선

적으로 분해되었다(Raymond and Bauer, 2001; Lu et al., 2013). 

이는 유기물질의 화학적 구조가 유기물의 분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정한 벤젠 구조를 포함한 방향성(aromaticity)이 높은 유기

탄소로 이루어진 DOC는 분해가 상대적으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양한 곳에서 유래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

는 유기물질들이 어떤 비율로 혼합되었고, 얼마나 분해되었는지에 

따라 강을 통해 유출되는 DOC의 조성과 분해속도는 달라질 수 있

다(Hur, 2011). 그와 동시에 강을 따라 다양한 생지화학적 작용을 

거쳐온 DOC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분포와 구조적 특성은 DOC의 생

분해성(bioavailability)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Søndergaard and 

Middelboe, 1995; Benner, 2003). 

강 하류에서 DOC는 다양한 유기탄소들이 혼합된 상태로 존

재한다. 특히 큰 강에서 토양과 식물의 유기탄소를 구성하는 탄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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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당류, 아미노산의 경우, 하류로 유입되는 과정 중에 분해가 많이 

이루어지므로 적은 양으로 나타나고, 리그닌(lignin)과 탄닌(tannin)

과 같은 휴믹 물질들(Humic substances)은 강물 DOC의 주 성분

으로 남아 있게 된다(Ittekkot, 1988; Cowie and Hedges, 1994). 

한국의 주요 강을 통해 유출되는 DOC에 관한 연구는 바다로 DOC

가 유출될 때 강물 내에서 미생물이 사용하는 DOC(bioavailable 

DOC, BDOC)의 농도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이학영 

외 2007; 장창원 외 2008; 김범철 외 2007; 양상용 외 2004). 하

지만 미생물에 대한 반응성은 DOC를 이루는 구조적 특성과 기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Fellman et al., 2008; Fellman 

et al., 2009), 강을 통해 탄소가 유출될 때, 미생물이 탄소순환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DOC의 농도 외에도 그 

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미생물에 의한 DOC의 이용과 DOC의 특성 사이의 관계에

서는, DOC의 구조나 성분들을 알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 

자외-가시선 흡광(ultra violet-visible absorption, UV-vis)이나 

형광(fluorescence, FS)분석과 같은 분광 분석(optical 

spectroscopic analysis)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

(Kalbitz et al., 2003; Hudson et al., 2007). 원자 또는 분자가 그 

구조에 따라 특정 파장의 자외선이나 가시선의 빛을 흡수하여 흡광

도를 나타내는 것을 이용한 자외-가시선 분석은 DOC의 분자량

(molecular weight, MW), 방향성과 같은 탄소 구조의 화학적 특성

을 알게 해준다(Weishaar et al., 2003; Helms et al., 2008). 또한 

형광 분석은 식물, 미생물이나 인간의 활동에서 나온 물질들을 서로 

구분해준다(Coble, 1996). 형광을 일으킬 수 있는 

FDOC(fluorescent dissolved organic carbon, FDOC)의 원리는 분

자의 전자가 빛을 흡수하여 더 높은 에너지로 들뜬 후, 바닥 상태의 

에너지 쪽으로 내려가면서 형광의 형태로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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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Hudson et al., 2007), FDOC 중에는 식물이나 생물에서 기원

하여 생화학적 작용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휴믹 물질(Humic acids, 

fulvic acids, humins)과 아미노산 중에서 형광을 띠는 물질들

(tryptophan, tyrosine, phenylalanine)이 있다. 이러한 형광의 세기

를 여기 파장과 방출 파장에서 측정하여 3차원의 형광도 스펙트럼

인 여기-방출 행렬(Excitation-Emission Matrix, EEM)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EEM을 해석하여 FDOC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도

구로 최근에는 PARAFAC(parallel factor analysis) 모형이 쓰이고 

있다(Stedmon et al., 2003). FDOC의 분자 종류에 따라 여기되고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Lakowicz, 2009), PARAFAC 

분석 방법을 이용하면, 여러 성분들이 섞여있는 강물 FDOC에서 측

정된 EEM 데이터를 분해해 피크(peak)가 나타나는 파장에 따라 

FDOC를 휴믹 물질이나 아미노산과 같이 개별적인 구성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Coble, 1996). 

개별적으로 구분된 FDOC의 성분들은 미생물의 활동에 다

르게 반응할 수 있으며 미생물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한 

미생물은 온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Lu et al., 2013), 

한국의 온도 상승 추이를 보면, 1974년에서 2002년까지 서울의 연 

평균 온도는 1.5 ℃가 상승하였으며 지방이나 해안 지역은 0.6 ℃

의 기온 상승이 있었다(Chung et al., 2004). 또한 지난 20세기 동

안 유럽의 강에서 강물의 평균 수온이 1 ℃ 가량 상승하였고 우리

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이러한 현상들이 관찰되었다(Webb, 

1996).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함께 이와 비슷한 수온의 상승이 예상

되며, 그로 인해 1년 중 미생물의 생장이 활발한 시기는 더 늘어날 

수 있고, 이 때문에 국내의 강에서 유출되는 DOC가 미생물에 의해 

변화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순환의 변화를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일부 유역에서 유출

되는 DOC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Freeman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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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의 분광 특성에 관한 분석은 이렇게 유출되는 탄소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 연구에서는 분광 분석을 통해 온대지역인 한국의 주요 

강으로 유출되는 DOC의 구성 성분을 알아봄으로써 한국의 육상에

서 강물을 거쳐 바다로 유출되는 탄소에 대한 정보를 얻고, 탄소순

환의 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미생물 배양 실

험을 통해서 강에서 유출되는 탄소 중에 미생물이 분해할 때 사용

하거나 만들어 내는 DOC의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를 찾고, 미생물

의 분해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알아보고자 한다. 강물의 DOC 

농도가 높을 때 유기탄소가 수질의 오염원으로 간주되고 강 수질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연구 결과는 어떤 DOC가 

오염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DOC 농도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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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대상지와 시료의 채취 

 

온대에 속하는 한국의 강을 통해 유출되는 DOC의 미생물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5개의 강인 금강(GR), 한강

(HR), 낙동강(NR), 섬진강(SR), 영산강(YR)을 연구 대상지로 하

였다(그림 1). 금강과 한강은 한국의 서해 바다로 유출되며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은 한국의 남해 바다로 유출된다. 금강은 397 km의 

길이와 9,810 km2의 유역 면적을 가지며, 한강은 길이가 470 km, 

유역 면적이 26,219 km2, 낙동강은 길이가 521 km, 유역 면적은 

23,817 km2, 섬진강은 길이가 222 km, 유역 면적은 4,897 km2, 영

산강은 길이가 115.5 km이며 유역 면적은 3,371 km2이다(물환경 

정보 시스템 http://water.nier.go.kr, 표 1). 

시료의 염도는 미생물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미생물의 종류

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Raymond and Bauer, 2000), 

바닷물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으면서 강의 가장 하류인 곳을 시

료 채취 지점으로 설정하였다(그림 1a). 2013년 8월 30일 강우 후

에 한강의 광진교(위도 35°11´09.28˝ N, 경도 127°37´26.30˝ E), 

금강의 황산대교(위도 35°00´11.92˝ N, 경도 126°42´43.12˝ E), 영

산강의 영산대교(위도 35°49´04.13˝ N, 경도 129°00´05.27˝ E), 섬

진강의 남도대교(위도 35°23´28.64˝ N, 경도 128°46´49.31˝ E), 낙

동강의 낙동대교(위도 35°31´31.88˝ N, 경도 128°48´47.97˝ E)에

서 강물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 채취 전날 전국에서 비가 왔고, 

http://water.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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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를 채취하는 날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몇 군데 있었다. 시료 

채취 전날(2013년 8월 29일), 한강의 강물 채취 지점 부근의 일 

강수량은 18.5 mm였고, 금강은 21.5 mm, 영산강은 115.0 mm,  

섬진강은 33.5 mm, 낙동강은 4.5 mm였다(기상청 

www.kma.go.kr). 섬진강과 낙동강의 시료 채취 지점에서는 그 다

음날 13.5 mm, 10.5 mm의 비가 더 내렸다(기상청 

www.kma.go.kr). 다리 너비의 중앙 지점에서 샘플러를 사용하여 

미리 산으로 세척한 2 L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유리병에 강물을 채취하였고, 채취한 시료는 실험실까지 아이스팩으

로 냉장상태를 유지하며 옮겼다. 실험실에서 시료는 4 ℃ 이하의 빛

이 차단된 곳에서 냉장 보관하였고 24시간 내에 거르는 과정을 거

쳤다. 부유 물질과 조류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강물 시료는 400 ℃

에서 5시간 동안 미리 태운 유리 섬유 필터 GF/D(Whatman, 공극 

크기 2.7 ㎛)로 여과하였다. 

 

표 1. 시료 채취 장소와 채취 일자, 수온, 전기 전도도, 염도, pH, 알

칼리도, 유역 면적 

Samp

-ling 

 Site 

Sampling 

Date 

Water  

Temper

-ature 

(℃) 

Specific 

Conductivity 

(µS cm-1) 

Salinity 

(ppt) 
pH 

Alkali

-nity 

(mEq 

L-1) 

Watershed  

Size (km2) 

GR 
2013-

08-30 
21.0  211.2  0.1  7.45  1.0       9,810  

HR 
2013-

08-30 
21.4  122.6  0.1  7.33  0.8     26,219  

NR 
2013-

08-30 
21.3  167.8  0.1  7.42  0.8     23,817  

SR 
2013-

08-30 
21.4  90.4  0.0  7.53  0.5       4,897  

YR 
2013-

08-30 
21.3  106.1  0.1  7.50  0.5       3,371  

http://www.kma.go.kr/
http://www.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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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대상지1. (a) 한국의 5개의 강 하류의 시료 채취 지점. (b) 한

강(HR), (c) 금강(GR), (d) 섬진강(SR), (e) 영산강(YR), (f) 낙동강(NR)

의 강물 채취 지점. 

                                           

1 지도는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의 국가하천 전자지도를 이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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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양 실험 

 

걸러진 강물 시료를 대상으로 배양 실험을 진행하였다. 공극 

크기 2.7 ㎛의 유리 섬유 필터로 거른 강물 시료를 Cellulose 

nitrate membrane filter(Whatman, 공극 크기: 0.2 ㎛)로 다시 거

르면서 0.2 ㎛를 통과하지 못하는 시료로 약 25배 농축된 주입용 

시료(inoculum)을 만들었다. 이를 0.2 ㎛ 필터를 통과한 강물 시료

에 주입(inoculation)하고, 다섯 곳의 강물 당 각각 300 ml씩 3개

의 중복 시료를 만들었다. 시료들은 차광 유리병에 넣고 마개로 밀

봉하여 22 ± 2 ℃의 빛이 차단된 곳에서 28일 동안 배양했다. 미

생물의 산소 결핍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에 한 번씩 배양 시료의 밀

봉한 부분을 열어주었으며, 10분간 시료를 교반하여 공기방울을 만

들어 주었다. 미생물을 주입한 날을 배양 시작일로 하였고, 미생물

을 주입하고 28일 후를 배양 종료일로 하였다. 배양 시작일의 DOC 

농도와 분광 특성을 측정하였고, 배양 기간 동안의 DOC 농도와 분

광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배양 시작일로부터 2일, 5일, 20일, 28일이 

되는 날에 중복 시료 하나 당 분석용 시료(aliquot) 하나를 40ml씩 

추출했다. 추출된 시료는 Cellulose nitrate membrane filter로 거른 

후, 미리 세척한 Polypropylene 병에 넣어 분석 전까지 냉동 보관

하였다. 분석을 할 때는 상온에서 시료를 녹여 용존유기탄소(DOC) 

농도와 자외-가시선 흡광도(ultraviolet-visible absorbance), 형광 

세기(fluorescence intensity, F)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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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출 시료의 분석 

 

1) DOC와 BDOC의 농도 

 

용존유기탄소(dissolved organic carbon, DOC)는 통상적으

로 직경 0.45㎛또는 0.7㎛나 직경 0.2㎛의 공극 크기를 가지는 필

터를 통과하는 탄소로 정의하는데(Kolka et al., 2008), 이번 실험에

서는 시료에 포함된 미생물을 최대한 걸러내기 위해 공극 크기가 

0.2㎛인 필터를 통과하는 시료로 DOC를 측정하였다. DOC의 농도

는 Shimadzu TOC-VCPH(Shimadzu Corporation, Tokyo, Japan)

을 사용하여 high temperature catalytic oxidation method(680 ℃)

로 측정하였다. 배양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분해된 

DOC(bioavailable DOC, BDOC)의 농도와 비율은 식 (1)와 식 (2)

으로 계산하였다. 이번 실험에서는 배양을 시작한 후 2일이나 5일

까지 DOC 농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BDOC의 농도는 그 이후에 

감소된 양으로 정하였다(그림 4). 각각의 중복 배양 시료에서 DOC 

농도가 최대치를 나타낼 때(tmax) DOC의 농도를 DOCmax로 나타내

었고, 그 때를 기준으로 경과한 시간을 t일이라고 하고, t일의 DOC 

농도는 DOCt로, 배양이 끝난 날의 DOC 농도는 DOCend로 표현하였

다. 강물 시료에서 비교적 분해가 잘 되지 않는 DOC(refractory 

DOC, RDOC)의 농도는 DOCmax에서 BDOC를 뺀 값으로 정하였다

(식 3). 

 

BDOC (mg L-1) = DOCmax - DOCend                       (1) 

%BDOC = [(DOCmax - DOCend)/ DOCmax ]*1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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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OC (mg L-1) = DOC max – BDOC                         (3) 

 

2) 자외-가시선 흡광 분석 

 

자외-가시선 흡광도 스펙트럼은 1cm 석영셀(quartz cell)

을 사용하여 Cary 300 UV-visible spectrophotometer(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로 측정하였다. 모든 시료는 

측정하기 전에 실험실에서 상온 상태로 두었고, 3차 증류수(Milli-Q 

water)를 사용하여 베이스 라인 보정을 하고, 200 nm와 750 nm 

사이에서 1 nm간격으로 측정하였다. 254 nm에서의 흡광도를 DOC 

농도로 나누어 자외선 흡광도비(Specific ultraviolet absorbance, 

SUVA254)를 계산하였으며, SUVA254의 단위는 L mg-1 m-1이다

(Weishaar et al., 2003). Spectral slope(S275-295, 단위: nm-1)는 

275~295 nm 파장 범위에서의 흡광도의 로그 값을 이용해 식 (4)

으로 계산하여 구하였다(Helms et al., 2008). 

 

αλ= αλref e
-S(λ-λref)                                     (4) 

 

αλ는 파장 λ(단위: nm)에서의 흡수 계수(napierian 

absorption coefficient, 단위: m-1)이고, λref(reference 

wavelength)는 400 nm로 두었다(Cory et al., 2011). 특정 파장에

서 측정한 흡광도(absorbance, A)는 흡수 계수(α)로 바꿔주기 위

해 식(5)와 같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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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 2.303 A/ l                                           (5) 

 

 l은 빛이 통과하는 시료의 길이(path length, 단위: m)인데, 

이 연구에서는 시료를 측정할 때 1cm의 석영셀을 사용하였기 때문

에 l = 0.01 m이다. 

 

3) 형광 분석 

 

시료의 형광 세기를 측정하면 방출 파장과 여기 파장에 따

른 EEM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EEM 데이터의 피크가 나타나는 

영역을 통해 여러 종류의 탄소가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는 강물 내

에서 형광을 나타내는 FDOC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각의 FDOC가 

어느 정도로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며, 강물 DOC의 기

원을 추정하게 해준다(Coble et al., 1990; Stedmon et al., 2003). 

EEM 데이터는 DOC의 분해가 일어나기 전·후, 이러한 FDOC의 

특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EEM을 얻기 위해 Cary Eclipse 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

를 사용하여 시료의 형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형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전에는 금속 복합체로 인한 소광 현상(quenching)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1 노르말 농도의 염산(1N HCl) 용액을 사용해 시료

의 수소 이온 농도(pH)를 약 3으로 맞춰 주었고(McKnight et al., 

2001), EEM 데이터는 300 nm에서 600 nm까지의 방출 파장

(emission wavelength)에서 2 nm 간격으로, 240 nm에서 450 nm

까지의 여기 파장(excitation wavelength)에서 5 nm 간격으로 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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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얻었다. 

 형광 스펙트럼은 보정을 위한 몇 가지 과정을 거쳤다. 우선 

로다민 B(rhodamine B)용액으로부터 얻어진 여기 파장의 보정 스

펙트럼을 사용한 보정이 이루어졌고, 기본 석영 산광기(ground 

quartz diffuser)로 방출 스펙트럼이 보정되었다(Stedmon et al., 

2003). 보정된 스펙트럼은 여기 파장이 350 nm일 때 라만 스펙트

럼의 그래프 아래 면적을 이용해 라만 단위(Raman Unit, R.U., 단

위: nm-1)로 표준화하였다. 표준화한 시료의 스펙트럼을 시료 측정

일과 동일한 날에 측정하고 라만 단위로 표준화한 3차 증류수의 형

광 스펙트럼으로 차감하였다. 라만 단위의 보정된 스펙트럼은 

quinine sulfate dilution series의 기울기로 나누어 QSE(quinine 

sulfate equivalent) 단위로 바꿔주었다. 랄리 산란(Rayleigh 

scatter)은 방출 파장이 여기 파장에 20 nm를 더한 파장보다 더 긴 

조건에서 측정했을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용액 내의 형광 물질이 높은 농도로 존재

할 때는 시료를 둘러싸고 있는 분자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가 흡수

되거나 재 방출되어 형광 세기가 나오는 방출 파장이 더 긴 파장으

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효과에 대한 보정(inner filter 

correction)이 필요하다. 흡광도가 0.3 cm-1 보다 작거나 시료의 

DOC 농도 범위가 1~15 mg L-1 일 경우에 inner filter effect는 적

어질 수 있는데(Zsolnay, 2003; Hudson et al., 2007), 강물의 DOC

는 보통 20 mg L-1를 넘지 않고, 이번 연구에 사용한 시료의 DOC

는 1.6~5.3 mg L-1이었으며, 254nm에서 측정한 흡광도는 모두 0.3 

cm-1미만이었으므로 inner filter correction의 과정은 생략하였다. 

 형광 지표(fluorescence index, FI)는 여기 파장이 370 nm

일 때 방출 파장520 nm에서의 형광 세기(Fem520/ex370)에 대한 방출 

파장 470 nm에서의 형광 세기(Fem470/ex370)의 비율로, 식 (6)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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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하였다(Cory and McKnight, 2005). 

 

FI = Fem470/ex370/ Fem520/ex370                                 (6) 

 

 휴믹화 지표(humification index, HIX)는 여기 파장이 254 

nm일 때 방출 파장의 형광 스펙트럼에서 형광 세기가 최대치를 나

타내는 그래프의 면적을 통해 구하였다. 형광 세기가 최대치를 나타

내는 방출 파장의 범위에서 1/4 영역에 해당하면서 파장이 긴 쪽

(upper quarter)인 435~480 nm 범위의 그래프 면적을 파장이 가

장 짧은 쪽의 1/4 범위(lower quarter)인 330~345 nm 에서의 그

래프 면적으로 나누어서 HIX를 구하였다(Zsolnay et al., 1999). 

 

4) PARAFAC 모형 

 

Parallel factor analysis(PARAFAC)는 3차원의 변량을 가

지는 EEM을 방출-여기 행렬을 각기 다른 형광 성분들로 분해하는 

방법이다.  

 

𝑥𝑖𝑗𝑘 = ∑ 𝑎𝑖𝑓𝑏𝑗𝑓𝑐𝑘𝑓 + 𝜀𝑖𝑗𝑘
𝐹
𝑓=1                                (7) 

i=1,…,I;  j=1,…,J;  k=1,…,K 

 

 𝑥𝑖𝑗𝑘는 방출 파장j , 여기 파장k 에서 i 번째 시료의 형광도 

세기이다. F는 PARAFAC 모델에서 형광 구성 성분(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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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수이며, 𝜀𝑖𝑗𝑘는 PARAFAC 모델에 쓰이지 않는 잔여 행렬이다

(식 6). 𝑎𝑖𝑓는 i 시료의 𝑓 번째 구성성분의 농도와 정비례 관계이며 

𝑏𝑗𝑓는 형광 양자 효율과 선형으로 연관이 있다. 𝑐𝑘𝑓는 여기 파장 k 

에서 흡광계수(specific absorption coefficient)와 비례관계이다

(Stedmon et al., 2003). 

형광 구성 성분의 개수는 반분 분석법(split-half analysis)

과 잔차 분석(analysis of residuals)으로 결정하였다. PARAFAC 

모형을 통한 FDOC 구성 성분의 개수는 형광 구성 성분을 이루고 

남아있는 행렬, 즉 잔여 행렬의 합이 가장 적어지는 방향으로 이루

어진다. 반분 분석법은 분석에 쓰이는 자료를 임의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두 그룹의 여기 파장과 방출 파장에서의 형광 세기

(loadings)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두 그룹에서 FDOC 구성 성분 각

각의 방출 파장에 따른 형광 스펙트럼이 서로 비슷하게 나오면서, 

여기 파장에 따른 형광 스펙트럼도 비슷하게 나오면, 결정된 FDOC 

구성 성분의 개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강물 배양 시료와 산림 유역 시료로 반분 분석법을 실행하

였을 때, 3개의 형광 구성성분(Ci, i=1,2,3: C1, C2, C3)이 결정되었

다(그림 3, 표 2). PARAFAC으로 결정된 구성 성분인 C1, C2, C3

의 기원과 특성은 EEM에서 Ci의 형광 세기의 최대치(Fmax)가 속하

는 파장의 영역을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해서 알아내었다(표 

2). PARAFAC 분석은 MATLAB(The MathWorks Inc. version 8.1)

을 사용해, “N-way toolbox for MATLAB ver.3.1”(Stedmon 

and Bro, 2008)으로 실행하였다. 

  



16 

5) DOC의 분해속도(DOC degradation kinetics) 

 

DOC의 농도가 감소하는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DOC의 농

도 변화는 1차 속도(first-order kinetic)로 감소하는 지수 감소

(exponential decay)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가정하였고, DOC의 농

도 변화에 대한 속도 상수(degradation rate constant)인 kDOC(단위: 

day-1)는 시간 t와 lnDOCt 사이의 회귀선의 기울기로 구하였다(Lu 

et al., 2013)(식 8). 

 

DOCt = DOC max * e-kDOC*t                                   (8) 

 

6) DOC 농도의 변화와 FDOC 형광 세기의 변화 

 

DOC 농도 변화와 FDOC 형광 세기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

해 배양 기간을DOC가 증가하는 시기와 감소하는 시기로 나누고, 

각각의 기간에서 DOC의 농도와 FDOC의 형광 세기가 변화한 양을 

구하였다. FCi는 형광 구성성분 Ci의 형광 세기(fluorescence 

intensity of Ci, FCi)이고, FCi end는 배양이 끝난 날의 FCi이며, FCi max

은 DOC의 농도가 최대가 되는 날, 즉 DOC의 분해가 시작할 때의 

FCi이다. 또 미생물 농축액을 주입하여 배양을 시작했을 때의 DOC 

농도는 DOCstart, FCi는 FCi start이다. DOC가 증가하는 기간(increase 

phase, Pi)동안 변한 DOC의 농도는 ㅿDOC(Pi)(식 9), 형광 성분 

Ci의 형광 세기의 변화량은 ㅿFCi(Pi)로 나타내었다(식 10). DOC가 

분해되는 기간(degradation phase, Pd)동안 DOC 농도의 변화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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ㅿDOC(Pd), Ci 성분의 형광 세기의 변화량은 ㅿFCi(Pd)로 나타내

고, 식 (11)과 (12)을 통해 구하였다. 

 

ㅿDOC(Pi) (mg·L-1)= DOCmax – DOCstart                   (9) 

ㅿFCi(Pi) (QSE) = FCi max- FCi start                          (10) 

ㅿDOC(Pd) (mg·L-1)= DOC end – DOC max                  (11) 

ㅿFCi(Pd) (QSE) = FCi end- FCi ma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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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ARAFAC 모형을 위한 강물 시료의 형광 용존유기탄소(fluorescent 

dissolved organic carbon, FDOC) 구성 성분 3개 Ci(i=1,2,3)에 대한 반분 분석법 

결과. (a)자연에서 유래한 휴믹 물질인 C1, (b) 미생물이나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휴

믹 물질인 C2, (c) 타이로신과 유사한 물질 C3의 여기 파장에 대한 loading(빨간색 

그래프)와 방출 파장에 대한 loading(검은색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전체 데이터를 

임의의 두 그룹으로 나눈 후, 여기 파장, 방출 파장에 대한 loading이 서로 유사한지

를 비교하였고, 임의의 두 그룹에 대한 결과는 점선과 실선으로 구분하여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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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ARAFC 모형에 의해 결정된 강물의 형광 구성 성분 3가지(fluorescent 

dissolved oraganic carbon component, Ci: i=1,2,3)의 형광 여기-방출 행렬

(Excitation-Emission Matrix, EEM). 이번 연구에서 결정된 용존유기탄소의 형광 

구성 성분은 (a) 자연에서 유래한 휴믹 물질인 C1, (b) 미생물이나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휴믹 물질인 C2, (c) 타이로신과 유사한 물질 C3로, 총 3가지였다.2

                                           

2 그래프에서 행렬 값은 형광 세기를 나타내며 단위는 QSE(quinine 

sulfate equival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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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PARAFAC 모형으로 결정된 강물의 형광 용존유기탄소(FDOC)를 구성 하는 성분(component)의 피크 파장과 기원3. 

Component 

Excitation 

Maximum 

Wavelength 

Emission 

Maximum 

Wavelength 

1°(2°) 

Components in Previous Studies 

Description and probable Source (Ref.) Origin 

Coble et al. 

(1998) 

Stedmon 

and 

Markager 

(2005) 

Cory and 

McKnight 

(2005) 

C1 250 458(456) 

Visible-

humic (peak 

C) or UV-

humic (peak 

A) 

1 or 3 C10 
Terrestrial humic substances. 

Absent in waste water DOC. (Ref. 1) 

Humic-

like 

C2 <240 388(384) 

Marine-

humic (peak 

M) 

6 Q3 or C3 

(1) Marine humic material. (Ref. 2) 

(2) Anthropogenic humic materials. Abundant in 

wastewater DOC, DOC exported from agricultural 

watershhed. (Ref. 1) 

Microbial/

Anthropog

enic 

humic-

like 

C3 275 318(316) 
Tyr (peak 

B) 
8 Tyr 

Amino acids. Derived from autochthonous processes. 

(Ref.1) 

Free of bound in proteins (Ref. 3) 
Tyrosine-

like 

                                           

3 금강(GR), 한강(HR), 낙동강(NR), 섬진강(SR), 영산강(YR)에서 유출되는 강물로 PARAFAC 분석을 실행하였을 때 형광 구성 성분

(component)은 C1, C2, C3로 3가지가 나왔고, 각 구성 성분의 피크 파장과 특징을 기존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비교하였다. 

References (Ref.): 1. Stedmon and Markager, 2005 2. Coble et al., 1998 3. Yamashita and Tanou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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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DOC 농도의 변화 

 

28일간 실행한 배양 실험에서 강물의 DOC 농도는 배양 초

기에 증가하다가 감소하였다(그림 4). 배양 실험을 시작하기 전의 

DOC 농도는 영산강이 3.8 mg L-1로 제일 높았고 낙동강이 2.7 mg 

L-1, 금강은 2.6 mg L-1이었으며 섬진강이 2.0 mg L-1, 한강은 1.6 

mg L-1이었다. 한강과 섬진강, 영산강은 배양 2일까지 DOC 농도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고, 금강과 낙동강은 배양 5일까지 DOC 농

도가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부터 감소하였다(그림 4). DOC 농도가 

가장 높을 때(tmax)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한강의 중복 시료 3개 

중 하나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시료의 DOC 농도는 감소하였다(그

림 5). 

배양 기간 동안 분해된 DOC의 농도는 0.4~2.2 mg L-

1, %BDOC는18.4~42.1%이었고, kDOC는 0.0061~0.0157 day-1이었

다. kDOC와 BDOC의 농도는 한강이 가장 낮았고, 영산강이 가장 높

았다(표 3). 또한 kDOC는 강물의 BDOC의 농도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Spearman’s rank correlation analysis, n=15, rs=0.81, 

p<0.001), %BDOC와도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Spearman’s rank 

correlation analysis, n=15, rs=0.87,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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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 5대강 강물의 28일에 걸친 배양 실험 동안의 용존유기

탄소(dissolved organic carbon, DOC) 농도의 변화4. 

 

                                           

4 금강(GR), 한강(HR), 낙동강(NR), 섬진강(SR), 영산강(YR)으로 유출

되는 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에러 바(error bar)는 중복 시료 3개에 대

한 표준 오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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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배양 실험 동안 한국 5대강 강물의 최대 농도를 나타내는 

용존유기탄소(DOCmax)가 분해되는 시간 t에 따른 DOCt의 변화 과정

5. 

  

                                           

5 금강(GR), 한강(HR), 낙동강(NR), 섬진강(SR), 영산강(YR)으로 유출

되는 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에러 바(error bar)는 중복 시료 3개에 대

한 표준 오차를 나타낸다. 각각의 강물의 DOC가 최대 농도를 가질 때

(tmax)를 t=0으로, 그 이후에 시간 t에 따라 분해되는 DOC의 농도는 

DOCt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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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배양 기간 동안 줄어든 DOC(bioavailable dissolved organic 

carbon, BDOC) 농도와 DOC의 분해 속도 상수

(kDOC), %BDOC, %RDOC(refractory dissolved organic carbon)6. 

 

Riv

-er 
BDOC (mg L-1) kDOC %BDOC %RDOC 

GR 1.1 ± 0.2 0.0115 ± 0.0026 28.5 ± 5.6 71.5 ± 5.6 

HR 0.2 ± 0.2 0.0036 ± 0.0041 9.7 ± 9.0 90.3 ± 9.0 

NR 0.9 ± 0.0 0.0114 ± 0.0007 25.7 ± 0.3 74.3 ± 0.3 

SR 0.9 ± 0.1 0.0106 ± 0.0025 31.3 ± 3.9 68.7 ± 3.9 

YR 1.5 ± 0.3 0.0124 ± 0.0021 31.6 ± 5.0 68.4 ± 5.0 

 

  

                                           

6 GR(금강), HR(한강), NR(낙동강), SR(섬진강), YR(영산강)에서 유출되

는 강물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용존유기탄소의 양(mg L-1)과 비율(%)

을 나타내었으며, BDOC= DOCmax -DOCend이다.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DOC는 RDOC이며 RDOC=DOCmax-BDOC이다. 모든 값은 3개의 중복 시

료에 대한 평균 ± 표준 오차(Standard error, SE)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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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역에 따른 FDOC의 분포 

 

PARAFAC 모형으로 EEM을 분리한 결과, C1은 육상에서 

기원하여 넓게 분포하는 자연 유래의 휴믹 물질이며 C2는 미생물 

또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휴믹 물질, C3는 아미노산들 중에서 방향

족 탄소를 가지는 타이로신 계열의 물질이었다(표 2). 이러한 Ci의 

형광 세기 FCi(그림 6a)와 단위 탄소 당 형광 세기 FCi/DOC(그림 

6b)를 배양 기간 중 tmax일 때를 기준으로, 강물의 유역에 따라 비

교하였다. FCi와 FCi/DOC는 FDOC의 구성 성분 별로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행한 후, 유역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성

분은 Tukey’s test를 하였고, 유의미한 차이(p<0.05)를 보이는 유

역은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그림 6). 

FC1는 영산강이 20.8±0.2 QSE(quinine sulfate equivalent)

로 가장 높았고, 금강은 17.7±0.1 QSE, 낙동강은 14.5±0.5 QSE, 

섬진강은 11.8±0.2 QSE, 한강은 8.6±0.2 QSE였으며, 낙동강과 

섬진강의 FC1은 비슷하였다. (그림 6a). 하지만 단위 탄소 당 C1의 

형광 세기인 FC1/DOC는 3.7~5.3 QSE L mg-1로, 유역에 따른 차이

는 없었다(그림 6b). 낙동강을 제외한 강에서 FC1와 FC1/DOC는 3

가지 형광 구성성분 중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C2였다. 낙동강은 

3가지 형광 구성 성분 중 C3의 형광 세기(FC3)가 가장 높았고

(28.6±0.3 QSE), FC2는 그 다음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17.0±

0.5 QSE L mg -1). FC2는 한강과 섬진강이 6.4±0.2 QSE L mg -1, 

6.5±0.2 QSE L mg -1로 다른 강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다(그림 

6a). FC3와 FC3/DOC는 대부분의 강에서 C1, C2에 비해 낮은 형광 

세기를 보였지만, 다른 강들과 달리 낙동강에서는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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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유역에 따른 형광 구성 성분(FDOC) 3가지(Ci, i=1,2,3)의 (a)형광 

세기(FCi)의 분포와 (b) 단위 탄소 당 형광 세기(FCi/DOC)의 분포7.  

                                           

7 금강(GR), 한강(HR), 낙동강(NR), 섬진강(SR), 영산강(YR)에서 유출되는 강물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a)FCi는 형광 세기, (b)FCi/DOC는 형광 구성성분의 형광 

세기(FCi)를 DOC 농도로 나누어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형광 구성성분은 3가지로, 

다음과 같다. C1: 자연 유래 휴믹 물질, C2: 미생물 유래 또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

한 휴믹 물질, C3: 타이로신 유사 물질. 에러바는 표준 오차이다. 

a, b, ab, c: FDOC의 구성성분(C1, C2, C3) 별로 Tukey’s test를 실행하였고, 한 

강의 구성성분에 대한 FCi 또는 FCi/DOC가 다른 강의 값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때(p<0.05), 차이가 있는 강의 성분은 다른 알파벳 문자로 표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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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C 농도의 변화와 분광 특성 

 

1) DOC 농도의 변화와 FDOC 형광 세기의 변화 

 

 강물 시료의 배양 실험 초기에 DOC의 농도는 증가하였고

(그림 4), DOC의농도가 증가하는 기간(Increase phase, Pi)동안, 

FCi도 변하였다(그림 7a). Pi기간에 모든 유역의 강물에서 DOC의 

농도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FDOC 성분은 C3였으며, 

DOC 농도의 증가가 일어날 때, FC3도 증가하였다(그림 7a). 낙동강 

시료의 FC3는 1.8±0.3 QSE가 증가하였고, 금강의 FC3는 가장 적은 

양인 0.1±0.3 QSE가 증가하였다. 금강과 영산강의 배양 시료는 ㅿ

FC1(Pi)와 ㅿFC2(Pi)가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므로 Pi기간 동안 FC1, 

FC2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 강물 시료의 FC1, 

FC2는 증가하였다. Pi 이후, DOC의 농도가 감소하는 기간

(degradation phase, Pd)에는 DOC의 농도가 감소할 때 강 전반에

서 FC3의 감소, FC1의 증가가 일어났다(그림 7b). DOC의 농도가 감

소할 때, FC1은 낙동강에서 가장 많은 양인 1.5±0.7 QSE가 증가하

였고, 영산강은 1.0±0.3 QSE, 금강은 0.9±1.2 QSE, 한강은 0.8±

0.3 QSE, 섬진강은 0.8±0.2 QSE만큼의 증가가 있었다(그림 7b). 

FC3는 영산강 시료에서 1.6±0.2 QSE가 감소하였으며, 낙동강에서 

1.2±0.3 QSE, 한강에서 1.0±0.5 QSE, 섬진강에서 0.6±0.3 QSE, 

금강에서 0.5±0.5 QSE가 감소하였다(그림 7b). FC2는 금강과 낙동

강의 배양 시료에서는 감소하였고, 한강과 섬진강, 영산강 시료에서

는 증가하였다(그림 7b). 

 이러한 배양 경과에 따른 FCi의 변화가 DOC의 농도 변화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Pi와 Pd기간에서의 ㅿ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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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ㅿFCi사이의 선형 회귀 분석을 하였고, Pi와 Pd 기간 모두에서 

ㅿDOC와 ㅿFCi사이의 의미 있는 상관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그림 

8). FDOC 구성 성분들 간의 관계를 비교했을 때, 분해 기간 동안의 

ㅿFCi의 값은 C1와 C2 사이에서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났다(그림 

8g, linear regressions, n=15, slope=0.34, intercept=-0.37, 

r2=0.37, p<0.05). 즉 DOC가 분해되는 동안 증가하는 FC1가 커질

수록 FC3의 변화량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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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총 배양 기간 중에서 (a)DOC 농도가 증가하는 기간(Pi)과 

(b)DOC가 분해되는 기간(Pd)의 ㅿDOC와 ㅿFCi
8.

                                           

8 GR(금강), HR(한강), NR(낙동강), SR(섬진강), YR(영산강)에서 유출되는 강물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ㅿDOC(Pi)= DOCmax-DOCstart, ㅿDOC(Pd)=DOC end-

DOCmax으로 계산하였고, ㅿFCi는 ㅿDOC와 동일한 시점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형광 구성 성분 Ci(C1, C2, C3)는 C1: 자연 유래 휴믹 물질, C2: 미생물 유래 또

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휴믹 물질, C3: 타이로신 유사 물질이고, 그래프의 에러

바는 표준 오차(Standard error, S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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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OC 분해 기간 동안의 분광 지표의 변화 

 

이번 연구에서 측정한 분광 지표는 SUVA254, S275-295, FI, 

HIX였다(표 4). SUVA254는 시료의 방향성 탄소의 비율과 비례 관

계가 있으며, S275-295는 강물의 유기물질의 분자량(molecular 

weight)과 관계가 있는 지표로, 값이 커질수록 분자량은 작아진다. 

DOC의 분해 기간 동안 SUVA254는 증가하였고, S275-295는 감소하

였다(그림 9a,b). 배양 시료의 SUVA254의 증가 정도와 kDOC는 5개

의 강물에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가졌으며, kDOC가 클수록 

SUVA254는 더 많이 증가하였다(Spearman’s rank correlation 

analysis, n=15, rs=0.77, p<0.005). HIX는 유기물질이 얼마나 휴믹

화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HIX가 더 크게 나오는 강은 C:H 

비율이 더 높은 강이다. DOC가 분해되는 기간 동안 대부분의 강물 

시료에서 HIX는 증가하였다(그림 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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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DOC가 분해되는 시간 t에 따른 (a)SUVA254, (b)S275-295, (c)HIX

의 변화9. 

                                           

9 금강(GR), 한강(HR), 낙동강(NR), 섬진강(SR), 영산강(YR)으로 유출되는 강물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에러 바(error bar)는 중복 시료 3개에 대한 표준 오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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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광 특성과 DOC 농도 변화의 관계 

 

 DOC가 분해되는 기간 동안 형광 세기나 DOC 농도의 변화

가 강물 시료의 분광 특성 중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DOC의 분해가 시작되는 날(tmax)의 분광 지표들과 분해 기간 

동안 ㅿDOC, ㅿFCi 사이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았다(그림 10). 

SUVA254, S275-295, FI, HIX와 같은 분광 지표들 중에서 ㅿDOC와 

관계가 있는 지표는 S275-295였고, ㅿFCi(Pd)와 관계가 있는 지표는 

FI였다(표 4, 그림 10). ㅿDOC=-BDOC이므로 ㅿDOC와 S275-295

의 관계는 BDOC의 농도로 분석하였다(그림 10a). 

 BDOC의 농도는 0.0131~0.0165 nm-1 범위의 S275-295와 

상관성을 보였고, S275-295의 값이 낮아질수록 BDOC의 농도는 커졌

다(그림 10a, Spearman’s rank correlation analysis, n=15, rs=-

0.59, p<0.05). S275-295 외에 BDOC의 농도와 의미 있는 상관성을 

보이는 분광 지표는 없었으며, BDOC의 농도 또는 비율은 FDOC Ci

의 형광 세기, 또는 총 형광 세기에 대한 FCi의 상대적인 비율과도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FDOC의 구성성분 중에서 분광 지표와 관련

이 있는 성분은 C2로, ㅿFC2(Pd)는 1.19~1.66의 FI와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그림 10b, Spearman’s rank correlation analysis, 

n=15, rs=-0.61, p<0.05). FI는 육상의 식물로부터 나오는 유기물

질과 미생물로부터 나오는 유기물질을 구분해주는 지표로

(McKnight et al., 2001), FI가 1.52 이상으로 높은 강(금강, 낙동강)

에서 FC2는 Pd 기간 동안 감소하였으며 감소하는 양은 FI 값이 증

가할수록 증가하였고, FI가 1.52보다 낮은 강(한강, 섬진강, 영산강)

에서 FC2는 증가하였다(그림 10b). FI는 ㅿFC3(Pd)와도 관련이 있

었는데(Spearman’s rank correlation analysis, n=15, rs=-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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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수준 0.06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ㅿFC1(Pd)과 

SUVA254, S275-295, FI, HIX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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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DOC의 농도가 최대일 때(tmax) 한국 5대강 강물의 분광 특성(SUVA254, S275-295, FI, HIX)10.  

River SUVA254 (L mg-1 m-1) S 275-295 (nm-1) FI HIX 

GR 2.1  ± 0.1  0.0156  ± 0.0001  1.56  ± 0.05  5.30  ± 0.30  

HR 2.1  ± 0.1  0.0164  ± 0.0000  1.38  ± 0.08  3.80  ± 0.53  

NR 2.3  ± 0.0  0.0160  ± 0.0001  1.52  ± 0.09  1.14  ± 0.05  

SR 2.2  ± 0.0  0.0142  ± 0.0001  1.36  ± 0.05  5.04  ± 0.76  

YR 2.6  ± 0.2  0.0132  ± 0.0001  1.40  ± 0.04  5.53  ± 0.34  

 

 

                                           

10 GR(금강), HR(한강), NR(낙동강), SR(섬진강), YR(영산강)에서 유출되는 강물의 배양 실험 중 DOC의 농도가 최대일 때(tmax)의 분

광 특성들을 나타내었다. 모든 값은 3개의 중복 시료에 대한 specific ultraviolet absorbance(SUVA254), spectral slope(S 275-295), 형

광 지수(fluorescence index, FI), 휴믹 지수(humification index) 각각의 평균값 ± 표준 오차(Standard error, SE)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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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S275-295와 BDOC의 농도, (b)FI와 ㅿFC2(Pd) 사이의 상

관 관계11. 

                                           

11 금강(GR), 한강(HR), 낙동강(NR), 섬진강(SR), 영산강(YR)으로 유출

되는 강물을 대상으로, DOC의 농도가 최대일 때(tmax)의 분광 지표 중 

spectral slope(S275-295), 형광 지수(fluorescence index, FI)와 DOC 분

해 기간 동안의 ㅿDOC, ㅿFCi 사이의 Spearman’s rank correlation 

analysis(n=15)을 실행하였다. 유의 수준은 0.05로 두었으며, 에러 바

(error bar)는 중복 시료 3개에 대한 표준 오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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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1. FDOC의 구성 성분과 한국의 강에서 유출되는 

DOC의 기원 

 

형광 EEM과 PARAFAC 모형을 통해 한국의 5개의 강 하

류에서 채취한 강물 시료의 FDOC 구성 성분은 세 가지(C1, C2, 

C3)로 분류되었다(표 2). 세 가지 FDOC는 육상 기원의 휴믹 물질

인 C1, 미생물이나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기는 휴믹 물질인 C2, 타

이로신 계열의 물질인 C3였고(표 2), 나는 FDOC의 형광 세기인 

FCi와 용존 탄소로 표준화한 형광 세기인 FCi/DOC를 통해 한국의 

주요 5개의 강에서 유출되는 DOC의 기원을 비교하였다(그림 6). 

FDOC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이루는 성분은 C1이었다(그림 

6). 한국의 5대 강에서 FC1은 8.2~21.2 QSE로 나타났으며, C1은 

낙동강을 제외한 나머지 강들의 FDOC 중에서 가장 강한 형광 세기

를 나타내는 구성 성분이었다(그림 6a). C1은 자연에서 유래하고 

폐수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며(Stedmon and Markager, 

2005), 산림 유역에서 비교적 많은 비율로 유출되는 육상 기원의 

휴믹 물질이다(Lu et al., 2013). 산림의 지표면에서 기인하는 탄소

들은 방향성이 크고 휴믹 물질의 비율이 많은 상태로 나오는데

(Inamdar et al., 2012), 한국의 산림 면적은 국토 면적의 64%를 

차지하기 때문에(산림청 www.forest.go.kr), 한국의 강 중 금강, 

한강, 섬진강, 영산강에서 유출되는 DOC에는 자연상태의 육상에서 

기인하는 C1이 FDOC 중에서 가장 많았다. 또한 단위 탄소 당 FC1

값은 5개의 유역에서 서로 비슷한 것으로 보아, 2013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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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국의 주요 강 다섯 군데의 하류에서 유출되는 탄소 중에서 육

상 기원의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그

림 6b). 하지만 형광 세기의 절대적인 값을 비교했을 때, 영산강의 

FC1이 가장 높았고 한강의 FC1은 가장 낮았는데(그림 6a), 이는 육

상의 휴믹 물질이 강 하류로 흘러 들어올 때, 그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수량과 강 내부의 생지화학적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상 기원 FDOC의 형광 세기는 강 하류로 유입되는 과정 

동안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증가할 수 있고(그림 7), 강물 표면에서 

광분해에 의해 감소할 수 있으므로(Coble et al., 1990; Lu et al., 

2013), 미생물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또는 미생물에 의해 유

기물질이 분해될 시간이 얼마나 존재했는지 등의 요인은 일사량과 

함께 육지에서 바다로 유출되는 FC1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유기물질의 분해 산물의 생성으

로 인해 FC1은 실제로 육상에서 기인한 것보다 더 큰 형광 세기를 

나타낼 수 있으며, 강우에 의한 유량의 증가는 미생물이 DOC를 분

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FC1은 육상의 유래한 곳에서부터 비교

적 변화가 적은 상태로 강 하류에 다다를 수 있다. 

C2도 휴믹 물질로, 바다에서 나타나는 물질로 분류되거나

(Coble, 1996), 미생물에 의한 휴믹 물질, 또는 폐수에 풍부하여 인

간의 활동으로 나오는 휴믹 물질로 분류된다(Stedmon and 

Markager, 2005). 이번 연구에서 쓰인 강물의 염도(salinity)는 

0~0.1 ppt(parts per thousand)로 낮게 나왔기 때문에(표 1), C2는 

미생물이나 인간의 활동에 의해 나오는 휴믹 물질로 보았다

(Stedmon and Markager, 2005; Murphy et al., 2008). 미국 대서

양 연안의 산림 유역에서 2년간 진행한 연구에서는 토양의 표면에

서 기인하는 DOC에 비해 깊은 지하수에서 기인하는 DOC는 미생물 

유래의 FDOC와 단백질 계열의 FDOC의 비율이 높았고, FI값도 높

았다(Inamdar et al., 2012). 또한, 토양의 표면에서부터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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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OC가 우세한 강물이 유출되는 유역에 도시 개발과 대규모 농업

과 같은 인간의 활동이 개입되었을 때, 이는 토양의 탄소를 고갈시

키고 강물의 FDOC의 조성을 깊은 곳에서 기원하는 FDOC가 우세

한 강물과 비슷하게 바꿀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Petrone et al., 

2011).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에서 FI가 1.52 이상이며

(표 4), C2의 형광 세기가 다른 강에 비해 높은 금강과 낙동강에서 

유출되는 FDOC는 다른 강들에 비해 더 깊은 곳의 DOC에서 유래

된다고 유추할 수 있는데, 이들 강에서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영

향이 다른 강들에 비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FDOC인 C3는 아미노산 중에서 타이로신과 유사한 

물질이고, 도시화에 의해 증가할 수 있으며(Baker and Spencer, 

2004), 조류에 의해 직접적으로 생산될 수 있어서 조류의 증식과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Bertilsson et al., 2003), 높은 생산성을 가

지는 강물에 분포하는 물질이다(Murphy et al., 2008). 강물의 DOC 

중 아미노산은 5% 미만의 낮은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에(Benner, 

2003), 그 중에서 타이로신 계열의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낮

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 FC3은 한국의 5대강 중에서 낙동강에

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나머지 강들에서는 낮은 값을 나타냈

다(그림 6). 농업이나 도시화 같은 인간의 활동이 개입된 소유역을 

흐르는 강물은 산림 소유역의 강물보다 단백질 계열의 FDOC가 더 

높게 관찰되었는데(Petrone et al., 2011; Lu et al., 2013), 낙동강

의 하류에서는 이러한 인간 활동의 개입이 있는 유역에서 기인한 

DOC가 다른 강들에 비해 더 많이 유출되었다(그림 6). 이는 낙동

강의 시료 채취 지점 부근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 위치하여(양상용 

외 2004), 도시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거나, 여름에 증식한 조류

의 영향이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이러한 단백질 계열의 FDOC가 

BDOC를 추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연구들(Balcarczyk 

et al., 2009; Fellman et al., 2009)이 있으므로, 낙동강의 BDO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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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강에 비하여 높은 값을 가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는 않았다(표 3, Tukey’s test, 

p>0.40). 실제 강물에서 타이로신은 전체 DOC 중에서 낮은 비율로 

존재할 것이며, C3는 타이로신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로신

에 연결된 지방족(aliphatic) 탄소를 모두 포함하므로 분자 구조와 

탄소 함량은 유역마다 다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배양 실험은 

특정 시기에 한국을 빠져나가는 강물을 대상으로 하여서 분석 대상

이 되는 시료의 수가 적었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모든 유역에 걸

쳐 나타나는 BDOC와 C3의 상관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낙동강에

서 나타난 C3의 특이성은 배양 실험에서 BDOC의 결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낙동강 강물의 탄소 단위 FC3는 다른 강에 비해 훨

씬 컸으므로(그림 6b), 만약 하류에서 유출되는 DOC의 농도가 증

가할 경우, C3의 증가율은 다른 강에 비해 훨씬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바다로 유출되는 C3의 양도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강들

이 모두 휴믹 물질의 DOC를 주로 바다에 흘러 보내는 것과는 다른 

결과로, 특히 DOC가 증가할 때, 낙동강에서 유출되는 DOC의 기원

의 특이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미생물에 의한 반

응성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미생물에 의한 DOC의 농도와 FDOC 구성 성분의 

변화 

 

 배양 실험 중, DOC의 농도는 배양 초기인 배양 0일부터 2

일 또는 5일까지 5개의 강 모두에서 증가하였고, DOC 농도가 증가

한 비율은 평균 33.3±2.8%였다(그림 4). 이는 다른 배양 실험과

는 다른 예기치 않은 결과였고(Saadi et al., 2006; Pelleri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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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DOC 농도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DOC의 농도가 증가한 몇 일이 현장의 강물에 존재하던 미

생물이 실험실 배양액으로 옮겨지면서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

인 유도기(lag phase)에 해당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미생물 중 박

테리아는 유기물질이 추가되었을 때 더 빠르게 생장할 수 있었으며, 

생장 속도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다

(Kirchman, 1990). 이처럼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DOC가 충분한 

양으로 존재하더라도 미생물이 주입될 때, 본래 서식하던 곳과 온도, 

염도, 영양 상태 등이 달라지면 미생물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

요하고, 그 시기에는 미생물의 증식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Kirchman, 1990; Raymond and Bauer, 2000; Lu et al., 2013). 시

료를 채취한 현장의 강물과 실험실의 배양액 사이에서 미생물의 서

식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배양 실험 초기에 DOC의 감소가 이루

어지지 않았을 수 있고, 분해되는 DOC의 양이 입자상의 유기물질

로부터 용출되는 DOC의 양보다 적으면 DOC는 증가할 수 있다. 이

번 연구에서는 배양 초기(유도기)에 모든 배양 시료의 DOC가 증가

하였으며(그림 4), 그 원인은 배양액에 함유되어 있던 POC에서 용

출된 DOC, 살아있거나 죽은 미생물에서 나온 DOC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직경 0.7㎛를 통과할 수 있는 박테리아에 의한 DOC의 분

해를 분석한 연구(Raymond and Bauer, 2000)와 달리 이번 실험에

서는 다양한 미생물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 2.7㎛을 통과하는 미

생물을 주입하였다. 따라서 2.7㎛보다 작은 POC가 배양액 내에 존

재하였으며, POC는 빠른 속도로 분해되어 DOC를 만들 수 있기 때

문에(Pellerin et al., 2010; Hur, 2011), POC에서 용출된 DOC가 배

양 초기 DOC의 증가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미생물은 

POC에서 용출되는 DOC를 우선적으로 분해하는데(Mayorga et al., 

2005), 이번 배양 실험에 쓰인 강물은 한국에서 규모가 큰 강의 하

류 쪽 강물이기 때문에, POC에서 용출된 후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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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기물질이 비교적 적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유도기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DOC의 농도가 증가한 기간 이후에 DOC는 분해되어 농도

가 꾸준히 감소하였다(그림 5). DOC의 농도가 감소할 때, FDOC의 

구성 성분 중, C3의 형광세기는 감소하였고, C1의 형광 세기는 증가

하였다(그림 7b). 또한 C1의 증가와 유사하게 배양 시료의 DOC는 

휴믹화가 진행되었고, 방향성 탄소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가시-자

외선을 흡수하는 탄소의 분자량도 증가하였다(그림 9). FDOC 중에

서 휴믹 계열의 물질들은 미생물의 분해에 비교적 강하며, 미생물에 

의해 이용되는 성분은 보통 타이로신, 트립토판과 같은 단백질 계열

의 물질들인데, 이러한 FDOC의 형광 세기는 DOC가 분해되는 속도

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경우가 있었다(Balcarczyk et al., 2009; 

Lønborg et al., 2010). 즉 C3는 DOC가 미생물에 의해 변할 때 함

께 변한다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번 실험 결과에서는 FC3의 변화량

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7). DOC가 증가할 때, 모든 

시료에서 FC3는 증가하였고, DOC가 감소할 때, FC3는 감소하였다(그

림 7). C3는 생물의 세포막 또는 단백질에 연결된 방향성의 아미노

산으로, 박테리아의 군집 규모와 생물량(biomass)은 이러한 단백질 

성분이 피크로 나타나는 파장의 형광 세기와 양의 상관 관계가 있

었다(Determann et al., 1998). 또한 식물 플랑크톤에서는 자가분해

(autolysis)에 의해 DOC가 배출될 수 있으며(Hansen et al., 1986), 

직경 0.2㎛의 필터를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미생물 군집에 의해 

DOC가 배출될 수도 있다. 즉, DOC가 증가할 때 미생물에서 나온 

DOC로 인해 FC3는 증가할 수 있으며, 유도기 이후에 분자 크기가 

크고 약한 단백질 성분인 C3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다른 물질들

보다 우선적으로 분해되면서 감소할 수 있다(Fellman et al., 2008; 

Balcarczyk et al., 2009; Fellman et al., 2009). 그리고 분해된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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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온 카르복실기와 같은 기능기 탄소들은 휴믹 물질과 같이 

분자구조가 큰 탄소와 결합하여 FC1이나 FC2의 증가를 일으킬 수 

있고(Hessen and Tranvik, 1998), 분자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

다. 

 이처럼 미생물의 활동에 의한 결과는 DOC의 농도와 FCi으

로 나타날 수 있었지만, 원인이 같은 요인들의 결과 사이에서의 관

련성은 관찰되지 않았는데(그림 8), 이는 DOC의 변화와 형광 세기

의 변화의 크기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형광 

분석은 C1이나 C2, C3에 포함된 특정 구조의 탄소에서 에너지 상

태가 변화하면서 나오는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이고, DOC가 빛

(형광)을 나타내는 구조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는 유역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DOC의 농도를 결정짓는 탄소의 함량도 유역과 시기

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서로 다른 유역을 통

과하는 강들의 DOC 변화량과 형광 세기의 변화량 사이에서 일정한 

상관성이 관찰되지는 않았다(그림 8). 이러한 불확실성 외에도 FCi

가 증가, 감소하는 것이 Ci가 변화하는 절대적인 양과 일치하지 않

을 수 있다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형광 세기가 감소하는 경우, 

이는 FDOC가 분해되어 감소한 결과일 수 있지만, 형광을 방해하는 

다른 유기물질의 증가로 인한 결과일 수 있고, 형광 세기가 증가하

는 경우도 형광을 갖는 새로운 FDOC가 생성되기 때문이거나, 형광

을 막고 있던 유기물질이 분해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Saadi et al., 

2006). 이러한 여러 변수들 때문에 FDOC의 FCi 변화는 DOC의 농

도 변화처럼 일정한 속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단백질 계열의 

FDOC의 비율과 %BDOC가 강한 상관 관계를 보였던 최근의 연구

들(Fellman et al., 2008; Balcarczyk et al., 2009; Fellman et al., 

2009)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 그 상관 관계는 약하였는데, 한국의 

강 하류의 DOC에서 구분된 단백질 계열의 FDOC는 타이로신으로, 

트립토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분해가 더 진행된 유기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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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기 때문에(Inamdar et al., 2012), 이번 연구에서 C3와 

BDOC의 유의미한 상관성은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BDOC에는 

FDOC가 아닌 탄수화물과 같은 물질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FDOC의 

단일 구성 성분으로 BDOC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

된다. 

미생물의 분해 활동으로 인해 변화하는 DOC의 농도, FDOC

의 형광세기와DOC가 소모되기 전 강물 시료의 분광 특성 사이의 

관계에서, FCi의 변화량과 관련이 있는 분광 특성은 FI였다(그림 

10b). 육상기원의 DOC가 많이 포함된 강물일수록 FC2는 DOC의 

분해기간 동안 늘어났으며, 미생물 기원의 DOC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금강과 낙동강은 DOC가 분해되는 동안 FC2의 감소가 같이 

일어났다(그림10b). 

BDOC의 농도와 통계적인 상관성이 있는 분광 특성은 

FDOC보다는 분자량(molecular weight, MW)과 관련된 S275-295였

다(그림 10a). 5개의 강물에서는 DOC의 분자량이 큰 강물일수록 

BDOC의 농도가 높았으며, 이는 분자 구조가 크고 밀집되어 있는 

휴믹 물질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미생물의 분해도는 줄어든다는 연

구의 결과와는 대치된다(Kalbitz et al., 2003). 산소 원소(O)의 함

량이 높은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큰 분자량을 가지는 DOC는 분자

량이 작은 DOC보다 분해 속도가 빨랐는데(Amon and Benner, 

1994; Benner and Opsahl, 2001), 이번 실험에서의 분자량에 따른 

BDOC의 결과는 산소와 같은 미생물이 사용하는 원소의 함량이 높

은 탄소들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미생물의 활동을 예측하

는 데에는 DOC의 거시적 특성과 함께 강물을 이루는 유기물질의 

원소 조성과 같은 미시적 특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Benner, 2003). 같은 종류의 DOC이더라도 수소 대비 탄소의 비

율(C:H 비율)이 더 높은 경우 미생물의 이용에 더욱 저항력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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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un et al., 1997). 이번 연구의 결과에서 C:H와 관련된 휴믹 지

수인 HIX와 BDOC는 연관성이 적었는데(Spearman’s rank 

correlation analysis, n=15, rs=0.14, p=0.63), 한국의 강 하류에

서 C:H의 비율은 DOC의 미생물 분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으로 보인다. 

 

3. BDOC의 유출 

 

강물의 DOC를 미생물에 의한 분해 정도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한국의 강에서 유출되는 DOC 중 9.7~31.6%가 BDOC

였고, %RDOC는 나머지 부분이었다(표 3). 2013년 8월 30일 한국

의 5대 강 하류에서 채취한 강물 시료의 %BDOC는 분해될 여지가 

있는 불안정한 탄소의 비율을 의미하고, 이전의 연구들의 결과와 비

슷하거나 10% 내외의 차이가 있었다(표 5). 반면 영산강과 섬진강 

지류의 %BDOC는 하류보다 더 많은 비율로 존재하였고(이학영 외 

2007), 식물 침출수, 조류, 폐수와 같이 기원이 한정되어 있는 시료

의 %BDOC는 50~92%로(Saadi et al., 2006; Pellerin et al., 2010; 

Hur, 2011), 이번 연구의 결과보다 훨씬 큰 비율이었다. 강의 상류

나 유역의 용도가 보다 한정되어 있는 곳의 지류에서는 %BDOC가 

높을 수 있고 유역의 용도와 유기물의 기원에 따른 %BDOC의 변동

이 클 수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처럼 다양한 기원과 분해 정도를 가

지는 유기탄소가 혼합되어 있는 강의 하류 시료를 대상으로 하

면 %BDOC의 값과 변동폭이 더 낮을 수 있다. 

이번 연구의 DOC 중 바다로 유출되는 %RDOC은 %BDOC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하지만 BDOC를 제외한 나머

지 DOC가 실제로 모두 분해가 되지 않고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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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2013년 8월 한국의 5대강 하류 지역의 BDOC는 평균 25.3

±3.2%였으나 미생물에 의한 DOC의 분해는 온도와 유량 등의 요

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유출되는 BDOC는 계절과 기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Raymond and Bauer, 2000; Lu et al., 2013). 

예를 들어 온도가 미생물이 활동하기 충분하지 않게 낮을 경우, 강

물은 분해되지 않은 불안정한 탄소를 보다 많이 포함한 채로 유출

될 수 있다(Raymond and Bauer, 2000). 반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의 상승은 미생물에 의한 DOC의 분해를 증가시켜 유출되는 강

물의 %BDOC를 감소시키며(Raymond and Bauer, 2000; 

Balcarczyk et al., 2009), 또한 폭우의 증가로 인한 강 유량의 증가

는 강물 DOC의 평균체류시간(mean residence time, MRT)을 감소

시켜 유출되는 강물의 BDOC를 증가시킨다(Raymond and Bauer, 

2000). 

S275-295로 알 수 있는 DOC의 분자량은 BDOC의 농도와 관

련이 있었다(그림 10a). 2012년과 2013년, 계절에 따른 한국 강에

서의 S275-295의 변화를 보면, 이번 연구의 결과를 포함하여 2012년 

6월 비가 온 후에 한국의 주요 강 하류의 S275-295는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는 것, 즉 분자량이 높은 DOC가 유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1). S275-295와 BDOC 사이의 상관성(그림 10a)을 고려

하면, 분자량이 높은 강물의 BDOC가 크므로, 다른 계절에 비해 여

름철 비가 온 직후에 S275-295가 낮은 값을 나타낸 것으로 봤을 때

(그림 11), 이 시기에 강 하류에서는 불안정한 탄소가 더 많이 빠

져나갔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상관 관계가 특정 시기

(여름)로 한정된 연구의 결과이기 때문에, 분자량 외의 DOC의 특

성과 미생물의 활동 조건의 변화(특히 온도)에 따른 추가적인 변화

가 있을 수도 있다. 2012년 6월과 2013년 8월과 같이 온도가 높은 

계절에는 강 하류에서 불안정한 탄소가 많이 빠져 나오더라도 미생

물의 활동이 활발하여, BDOC는 분해되어 대기 중의 CO2로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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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생물 활동의 산물인 육상 기원의 휴믹 물질은 바다로 흘러 나

가, 바다 표면에서 광분해와 같은 다른 생지화학적 작용을 거치거나, 

깊은 바닷물에 축적될 수 있다(Coble et al., 1990). 반면 온도가 비

교적 낮은 2월과 11월에는 분자량이 작은 DOC가 유출되므로 

BDOC가 낮은 상태의 강물이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온도로 

인한 미생물 활동의 제약은 이러한 BDOC가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유출되게 할 수 있다(Raymond and Bauer, 2000). 또한 이

번 연구에서는 20여 일간의 배양 실험을 통해 DOC의 분해 과정을 

살펴보았지만, 여름철 한국 강 상류와 하류의 평균체류시간은 

4~150일이기 때문에(Kim et al., 2001), 강물로 나오는 DOC가 바

다로 유출되기 전에 강 내에서 머무르는 기간은 계절에 따라 더 길

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고, 이는 미생물이 활동할 시간을 변화시켜, 

BDOC의 유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육상, 강, 대기, 바다를 

이동하는 탄소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BDOC를 추정할 수 있

는 강물 내 탄소의 특성에 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활

동이 온도와 강의 평균체류시간에 따라 중요하게 변할 수 있기 때

문에, 계절과 강수량에 따른 BDOC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이전 연구들과 %BDOC의 비교 

Site date %BDOC 
%BDOC  

in this study 
Reference 

금강 2008년 24 28.5  장창원 외 2008 

한강 2007년 8월 13~24 9.7  김범철 외 2007 

낙동강 2004년 7월 32 25.7  양상용 외 2004 

섬진강 2006년 8월 7~25 31.3  이학영 외 2007 

영산강 2006년 8월 15~22 31.6  이학영 외 2007 

 



48 

Date

01/01/12  03/01/12  05/01/12  07/01/12  09/01/12  11/01/12  01/01/13  03/01/13  05/01/13  07/01/13  09/01/13  11/01/13  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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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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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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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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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

0.020

0.022

GR
HR
NR
SR
YR

 

그림 11.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계절에 따른 한국의 주요 강에서 유출되는 강물의 S275-295 변화. 

  



49 

■ 참고문헌 

 

김범철. 2007. 한강 수계 수중생태계 수질모델인자 조사. 국립환경

과학원. 

양상용, 박정민, 허성남, 정제호, 윤영삼, 유재정, 박세환, 최숙경, 백

원석, 권헌각. 2004. 낙동강의 용존유기물질 특성에 관한 연

구.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이학영, 김범철, 양성렬, 김현우, 이원호. 2007. 영산강 수중생태계 

수질모델인자 조사. 국립환경과학원. 

장창원, 김재구, 김동환, 김범철, 박주현. 2008. 금강수계에서 수중 

유기탄소의 분포와 분해속도.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Quality 24, 174-179. 

 

Amon, R.M., Fitznar, H.-P., Benner, R., 2001. Linkages among 

the bioreactivity, chemical composition, and diagenetic 

state of marine dissolved organic matter. Limnology and 

Oceanography 46, 287-297. 

Amon, R.M., Benner, R., 1996. Bacterial utilization of different 

size classes of dissolved organic matter. Limnology and 

Oceanography 41, 41-51. 

Amon, R.M., Benner, R., 1994. Rapid cycling of high-molecular-

weight dissolved organic matter in the ocean. 

Baker, A., 2001. Fluorescence excitation-emission matrix 

characterization of some sewage-impacted rivers.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35, 948-953. 

Baker, A., Spencer, R.G., 2004. Characterization of dissolved 

organic matter from source to sea using fluorescence and 



50 

absorbance spectroscopy.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333, 217-232. 

Balcarczyk, K.L., Jones, J.B., Jaffé, R., Maie, N., 2009. Stream 

dissolved organic matter bioavailability and composition in 

watersheds underlain with discontinuous permafrost. 

Biogeochemistry 94, 255-270. 

Battin, T.J., Kaplan, L.A., Findlay, S., Hopkinson, C.S., Marti, E., 

Packman, A.I., Newbold, J.D., Sabater, F., 2008. 

Biophysical controls on organic carbon fluxes in fluvial 

networks. Nature Geoscience 1, 95-100. 

Benner, R., 2003. Molecular indicators of the bioavailability of 

dissolved organic matter. Aquatic ecosystems: 

interactivity of dissolved organic matter, 121-137. 

Benner, R., Opsahl, S., 2001. Molecular indicators of the sources 

and transformations of dissolved organic matter in the 

Mississippi river plume. Organic Geochemistry 32, 597-

611. 

Bertilsson, S., Jones, J., Findlay, S., Sinsabaugh, R., 2003. Supply 

of dissolved organic matter to aquatic ecosystems: 

autochthonous sources. 

Butman, D., Raymond, P.A., Butler, K., Aiken, G., 2012. 

Relationships between Δ14C and the molecular quality of 

dissolved organic carbon in rivers draining to the coast 

from the conterminous United States. Global 

Biogeochemical Cycles 26, n/a-n/a. 

Chung, Y.-S., Yoon, M.-B., Kim, H.-S., 2004. On climate 

variations and changes observed in South Korea. Climatic 

change 66, 151-161. 



51 

Coble, P.G., Del Castillo, C.E., Avril, B., 1998. Distribution and 

optical properties of CDOM in the Arabian Sea during the 

1995 Southwest Monsoon. Deep-Sea Research Part II 45, 

2195-2223. 

Coble, P.G., 1996. Characterization of marine and terrestrial DOM 

in seawater using excitation-emission matrix 

spectroscopy. Marine Chemistry 51, 325-346. 

Coble, P.G., Green, S.A., Blough, N.V., Gagosian, R.B., 1990. 

Characterization of dissolved organic matter in the Black 

Sea by fluorescence spectroscopy. 

Cory, R.M., Boyer, E.W., McKnight, D.M., 2011. Spectral methods 

to advance understanding of dissolved organic carbon 

dynamics in forested catchments. Forest Hydrology and 

Biogeochemistry. Springer, pp. 117-135. 

Cory, R.M., McKnight, D.M., 2005. Fluorescence spectroscopy 

reveals ubiquitous presence of oxidized and reduced 

quinones in dissolved organic matter.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39, 8142-8149. 

Cowie, G.L., Hedges, J.I., 1994. Biochemical indicators of 

diagenetic alteration in natural organic matter mixtures. 

Determann, S., Lobbes, J.M., Reuter, R., Rullkötter, J., 1998. 

Ultraviolet fluorescence excitation and emission 

spectroscopy of marine algae and bacteria. Marine 

Chemistry 62, 137-156. 

Evans, C., Monteith, D., Cooper, D., 2005. Long-term increases 

in surface water dissolved organic carbon: observations, 

possible causes and environmental impacts. 



52 

Environmental Pollution 137, 55-71. 

Fellman, J.B., D’Amore, D.V., Hood, E., Boone, R.D., 2008. 

Fluorescence characteristics and biodegradability of 

dissolved organic matter in forest and wetland soils from 

coastal temperate watersheds in southeast Alaska. 

Biogeochemistry 88, 169-184. 

Fellman, J.B., Hood, E., Edwards, R.T., D'Amore, D.V., 2009. 

Changes in the concentration, biodegradability, and 

fluorescent properties of dissolved organic matter during 

stormflows in coastal temperate watershed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Biogeosciences (2005–2012) 114. 

Freeman, C., Evans, C., Monteith, D., Reynolds, B., Fenner, N., 

2001. Export of organic carbon from peat soils. Nature 

412, 785-785. 

Hansen, L., Krog, G.F., Søndergaard, M., 1986. Decomposition of 

lake phytoplankton. 1. Dynamics of short-term 

decomposition. Oikos, 37-44. 

Hejzlar, J., Dubrovský, M., Buchtele, J., Růžička, M., 2003. The 

apparent and potential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the 

inferred concentration of dissolved organic matter in a 

temperate stream (the Malše River, South Bohemia).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310, 143-152. 

Helms, J.R., Stubbins, A., Ritchie, J.D., Minor, E.C., Kieber, D.J., 

Mopper, K., 2008. Absorption spectral slopes and slope 

ratios as indicators of molecular weight, source, and 

photobleaching of chromophoric dissolved organic matter. 

Limnology and Oceanography 53, 955-969. 



53 

Hessen, D.O., Tranvik, L.J., 1998. Aquatic humic substances: 

ecology and biogeochemistry. Springer. 

Hudson, N., Baker, A., Reynolds, D., 2007. Fluorescence analysis 

of dissolved organic matter in natural, waste and polluted 

waters—a review. River Research and Applications 23, 

631-649. 

Hur, J., 2011. Microbial Changes in Selected Operational 

Descriptors of Dissolved Organic Matters From Various 

Sources in a Watershed. Water Air Soil Pollut 215, 465-

476. 

Inamdar, S., Finger, N., Singh, S., Mitchell, M., Levia, D., Bais, H., 

Scott, D., McHale, P., 2012. Dissolved organic matter 

(DOM) concentration and quality in a forested mid-

Atlantic watershed, USA. Biogeochemistry 108, 55-76. 

Ittekkot, V., 1988. Global trends in the nature of organic matter 

in river suspensions. 

Jaffé, R., McKnight, D., Maie, N., Cory, R., McDowell, W.H., 

Campbell, J.L., 2008.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in 

DOM composition in ecosystems: The importance of 

long-term monitoring of optical propertie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113. 

Jung, H.S., Choi, Y., Oh, J.H., Lim, G.H., 2002. Recent trends in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over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limatology 22, 1327-1337. 

Kalbitz, K., Schmerwitz, J., Schwesig, D., Matzner, E., 2003. 

Biodegradation of soil-derived dissolved organic matter 

as related to its properties. Geoderma 113, 273-291. 

Kim, B., Choi, K., Kim, C., Lee, U.-H., Kim, Y.-H., 2000. Effects 



54 

of the summer monsoon on the distribution and loading of 

organic carbon in a deep reservoir, Lake Soyang, Korea. 

Water Research 34, 3495-3504. 

Kim, B., Park, J.-H., Hwang, G., Jun, M.-S., Choi, K., 2001. 

Eutrophication of reservoirs in South Korea. Limnology 2, 

223-229. 

Kirchman, D.L., 1990. Limitation of bacterial growth by dissolved 

organic matter in the subarctic Pacific. Marine ecology 

progress series. Oldendorf 62, 47-54. 

Kolka, R., Weishampel, P., Fröberg, M., 2008. Measurement and 

Importance of Dissolved Organic Carbon. Field 

Measurements for Forest Carbon Monitoring. Springer, pp. 

171-176. 

Lønborg, C., Álvarez-Salgado, X.A., Davidson, K., Martínez-

García, S., Teira, E., 2010. Assessing the microbial 

bioavailability and degradation rate constants of dissolved 

organic matter by fluorescence spectroscopy in the 

coastal upwelling system of the Ría de Vigo. Marine 

Chemistry 119, 121-129. 

Lakowicz, J.R., 2009. Principles of fluorescence spectroscopy. 

Springer. 

Lu, Y., Bauer, J.E., Canuel, E.A., Yamashita, Y., Chambers, R.M., 

Jaffé, R., 2013. Photochemical and microbial alteration of 

dissolved organic matter in temperate headwater streams 

associated with different land use.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Biogeosciences 118, 566-580. 



55 

Mayorga, E., Aufdenkampe, A.K., Masiello, C.A., Krusche, A.V., 

Hedges, J.I., Quay, P.D., Richey, J.E., Brown, T.A., 2005. 

Young organic matter as a source of carbon dioxide 

outgassing from Amazonian rivers. Nature 436, 538-541. 

McKnight, D.M., Boyer, E.W., Westerhoff, P.K., Doran, P.T., 

Kulbe, T., Andersen, D.T., 2001. Spectrofluorometric 

characterization of dissolved organic matter for indication 

of precursor organic material and aromaticity. Limnology 

and Oceanography 46, 38-48. 

Murphy, K.R., Stedmon, C.A., Waite, T.D., Ruiz, G.M., 2008. 

Distinguishing between terrestrial and autochthonous 

organic matter sources in marine environments using 

fluorescence spectroscopy. Marine Chemistry 108, 40-

58. 

Park, J.-H., Duan, L., Kim, B., Mitchell, M.J., Shibata, H., 2010. 

Potential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variability on 

watershed biogeochemical processes and water quality in 

Northeast Asia. Environment International 36, 212-225. 

Pellerin, B.A., Hernes, P.J., Saraceno, J., Spencer, R.G., 

Bergamaschi, B.A., 2010. Microbial degradation of plant 

leachate alters lignin phenols and trihalomethane 

precursors. J Environ Qual 39, 946-954. 

Petrone, K.C., Fellman, J.B., Hood, E., Donn, M.J., Grierson, P.F., 

2011. The origin and function of dissolved organic matter 

in agro‐urban coastal stream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Biogeosciences (2005–2012) 116. 

Raymond, P.A., Bauer, J.E., 2000. Bacterial consumption of DOC 

during transport through a temperate estuary. Aquatic 



56 

Microbial Ecology 22, 1-12. 

Raymond, P.A., Bauer, J.E., 2001. Riverine export of aged 

terrestrial organic matter to the North Atlantic Ocean. 

Nature 409, 497-500. 

Raymond, P.A., Hartmann, J., Lauerwald, R., Sobek, S., McDonald, 

C., Hoover, M., Butman, D., Striegl, R., Mayorga, E., 

Humborg, C., 2013. Global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inland waters. Nature 503, 355-359. 

Søndergaard, M., Middelboe, M., 1995. A cross-system analysis 

of labile dissolved organic carbon. Marine ecology 

progress series. Oldendorf 118, 283-294. 

Saadi, I., Borisover, M., Armon, R., Laor, Y., 2006. Monitoring of 

effluent DOM biodegradation using fluorescence, UV and 

DOC measurements. Chemosphere 63, 530-539. 

Seitzinger, S., Mayorga, E., Bouwman, A., Kroeze, C., Beusen, A., 

Billen, G., Van Drecht, G., Dumont, E., Fekete, B., Garnier, 

J., 2010. Global river nutrient export: A scenario analysis 

of past and future trends. Global Biogeochemical Cycles 

24. 

Stedmon, C.A., Bro, R., 2008. Characterizing dissolved organic 

matter fluorescence with parallel factor analysis: a tutorial. 

Limnol. Oceanogr. Methods 6, 572-579. 

Stedmon, C.A., Markager, S., 2005. Resolving the variability in 

dissolved organic matter fluorescence in a temperate 

estuary and its catchment using PARAFAC analysis. 

Limnology and Oceanography 50, 686-697. 

Stedmon, C.A., Markager, S., Bro, R., 2003. Tracing dissolved 

organic matter in aquatic environments using a new 



57 

approach to fluorescence spectroscopy. Marine Chemistry 

82, 239-254. 

Sun, L., Perdue, E., Meyer, J., Weis, J., 1997. Use of elemental 

composition to predict bioavailability of dissolved organic 

matter in a Georgia river. Limnology and Oceanography 

42, 714-721. 

Webb, B., 1996. Trends in stream and river temperature. 

Hydrological processes 10, 205-226. 

Weishaar, J.L., Aiken, G.R., Bergamaschi, B.A., Fram, M.S., Fujii, 

R., Mopper, K., 2003. Evaluation of specific ultraviolet 

absorbance as an indicator of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reactivity of dissolved organic carbon.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37, 4702-4708. 

Yamashita, Y., Tanoue, E., 2003. Chemical characterization of 

protein-like fluorophores in DOM in relation to aromatic 

amino acids. Marine Chemistry 82, 255-271. 

Zsolnay, A., 2003. Dissolved organic matter: artefacts, 

definitions, and functions. Geoderma 113, 187-209. 

Zsolnay, A., Baigar, E., Jimenez, M., Steinweg, B., Saccomandi, 

F., 1999. Differentiating with fluorescence spectroscopy 

the sources of dissolved organic matter in soils subjected 

to drying. Chemosphere 38, 45-50.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대상지와 시료의 채취
	2. 배양 실험
	3. 추출 시료의 분석
	1) DOC와 BDOC의 농도
	2) 자외-가시선 흡광 분석
	3) 형광 분석
	4) PARAFAC 모형
	5) DOC의 분해 속도 (DOC degradation kinetics)
	6) DOC의 농도 변화와 FDOC 형광 세기의 변화


	Ⅲ. 결과
	1. DOC 농도의 변화
	2. 유역에 따른 FDOC의 분포
	3. DOC 농도의 변화와 분광 특성
	1) DOC 농도의 변화와 FDOC 형광 세기의 변화
	2) DOC 분해 기간 동안 분광 지표의 변화
	3) 분광 특성과 DOC 농도 변화의 관계


	Ⅳ. 고찰
	1. FDOC의 구성 성분과 한국의 강에서 유출되는 DOC의 기원
	2. 미생물에 의한 DOC의 농도와 FDOC 구성 성분의 변화
	3. BDOC의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