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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강수에 의한 대기 중 유기탄소의 습식 침적량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출되는 탄소량과 비슷할 정도이나, 그 양과 생지화학적 특성의 시공간

적 변동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환

경대학원 옥상정원에서 강수 중 유기탄소의 계절적 변동을 확인하기 위

해서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2월 22일까지 수행되었다. 총 33

번의 강수 시료를 채취하여 강수 유기탄소의 농도와 침적량을 구하고, 

용존유기탄소(DOC)의 광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DOC와 입자성유기탄

소(POC)의 부피가중평균농도(VWM)는 각각 66, 33 µM이었다. DOC와 

POC의 합인 총유기탄소(TOC)의 계절별 VWM 농도는 겨울철(12, 1, 2

월)에 348 µM로 여름철(6, 7, 8월)보다 약 3배 정도 높았다. 강수 유형

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서 대기 유입경로가 비교적 비슷한 가을과 겨

울철의 눈, 비, 진눈깨비 중 유기탄소 농도를 비교한 결과, 눈에 의한 

POC의 세정효과(scavenging effect)가 비와 진눈깨비보다 높게 나타났

다. DOC의 경우에는 강수 유형별로 농도 차이가 없었고, POC 보다 뚜렷

하게 계절에 따른 농도변화를 보여주었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

까지 강수 DOC와 POC의 연중 플럭스는 각각 0.7, 0.4 g C m-2 yr-1이

었다. 대기 중 유기탄소의 습식 침적량은 강수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p<0.001), 강수량과 DOC 플럭스 사이의 관계가(R2=0.7) 강수

량과 POC 플럭스 사이의 관계보다(R2=0.5) 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계절별로는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여름철에 강수 유기탄소 플럭

스가 가장 높았다. 강수 DOC의 기원과 화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PARAFAC 모델을 이용하였고, HYSPLIT 모델로 강수 전 대기유입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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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강수 DOC의 방향족(aromatic) 탄소 비율, 휴믹

화된(humified) 탄소 비율, 유기물의 생분해성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각각의 형광 지표인 SUVA254, HIX, BIX를 측정하였다. 난방을 위한 화

석연료 사용이 증가하고, 북서풍에 의해 아시아 대륙에서 유래된 황사와 

미세먼지가 강수에 섞일 수 있는 겨울에는 SUVA254가 1.57 L mg-1 m-1

이고, HIX와 BIX가 각각 3.48, 0.87이었으며, 육상 기원의 휴믹계

(humic-like) 물질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aromatic hydrocarbons)

로 추정되는 유기물질의 비율이 평균 5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남풍에 의해 해양 기원 DOC가 포함될 수 있는 여름철 강수에는 

SUVA254가 0.77 L mg-1 m-1 이고, HIX와 BIX가 각각 1.49, 0.97이었

으며, 해양 미생물 기원 휴믹계 물질의 비율이 평균 4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봄철(3, 4, 5월)에는 꽃가루와 같은 입자성 유기물질로 인해 강

수 POC 농도가 증가하였으며, 강수 DOC의 BIX가 사계절 중 가장 높아 

생분해성이 높은 DOC가 강수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강수에 의한 대기 중 유기탄소의 습식 침적량과 생지화학적 

특성은 아시아 계절풍 기후대에서 발생원과 대기 이동에 따라 계절별로 

큰 변이를 보였다. 이는 앞으로 화석연료 사용량과 기후변화 하에서 강

수 패턴이 달라짐에 따라 육상생태계로 유입되는 강수 유기탄소의 양과 

분해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 유기탄소, 습식침적, 강수, 고유흡광도(SUVA), 평행요인분석

(PARAFAC), 공기괴 역궤적 모델 

학   번 : 2015-2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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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그것에 영향을 주는 탄소의 이동량, 즉, 플럭스

(flux)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Willey et al., 2000).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재 매년 약 2 ppmv (parts per million by 

volume)씩 증가하고 있고 이 양과 그 원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

었다(Canadell et al., 2007; Schlesinger and Bernhardt, 2013). 그러나, 

대기 중 유기탄소(organic carbon, OC)의 농도나 침적량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그 양과 생지화학적 특성의 시공간적 변화

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전 지구적 탄소순환 수지에도 포함

되어 있지 않다(Iavorivska et al., 2016).  

대기 중에 존재하는 유기탄소는 꽃가루, 해염입자, 화산 폭발 등에 

의한 자연적 요인과 바이오매스 연소, 화석 연료 연소 등과 같은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매년 약 1.4 Pg이 육상과 해양으로부터 대기권으로 배출

되고 있다(Hallquist et al., 2009). 대기 중 유기탄소는 구름 알베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구름 응결핵을 증가시키며, 비의 pH와 시정 장애 

현상 및 광화학적 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다(Seitzinger et al., 2003 and 

references therein). 또한, 최근에는 유기탄소 자체로도 지구 온난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Chung et al., 2012). 이렇게 대기 

중에 존재하는 유기탄소는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의 형태

로 산화되거나(30% of global organic carbon emissions, Hallquist et 

al., 2009), 침적(deposition)을 통해 대기권에서 제거(sink)된다고 알려

져 있다(Kanakidou et al., 2012). 특히, 강수량이 충분한 지역에서 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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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적(wet deposition)이 유기탄소의 주요 이동 경로이며(Seinfeld and 

Pandis, 1998; Molina et al., 2004; Iavorivska et al., 2016), 이 과정에

서 주로 수용성 유기탄소인, 용존유기탄소(dissolved organic carbon, 

DOC)가 대기로부터 제거된다(Likens et al., 1983; Willey et al., 2000; 

Cerqueira et al., 2010; Iavorivska et al., 2017).  

습식침적을 통해 이동하는 DOC의 약 50%는 아직도 화학적 특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Willey et al., 2000; Goldstein and Galbally, 

2007), 약 40%는 아세트산, 포름산, 옥살산과 같은 유기산이 차지한다

는 연구 결과가 있다(Tang, 1998). 또한, 이들은 잠재적으로 매우 높은 

반응성과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을 보이며(Avery et al., 2003; Altieri et 

al., 2009; Mitra et al., 2013), 생태계에서 미생물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eitzinger and Sanders, 1999). 특히, 빗물 

DOC는 특정 생태계 영양 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수목이 잘 자라지 못하는 아고산(subalpine) 또는 고산

(alpine) 지역에서는 외부에서 직접 생태계로 유입되는 탄소의 양은 중

요할 수 있는데, 로키 산맥(The Rocky Mountains)의 아고산 유역에서 

대기 중 유기탄소의 침적량은 토양 미생물에 의한 1차 생산량의 30-50%

를 차지했다(Mladenov et al., 2012). 이처럼 아고산 또는 고산 유역처

럼 1차 생산량이 높지 않은 곳에서는 강수에 의한 유기탄소의 유입이 

지역 규모의 탄소 수지에서 중요할 수 있다. 

전 지구적 규모의 강수 DOC 플럭스는 한 지점 또는 지역 내 2-3

개 지점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계산되기 시작하였다(Willey et al., 2000; 

Raymond et al., 2005; Wang et al., 2016). 그리고 Iavorivska(2016)

의 논문에서 지난 30년 동안 전세계 81개 지점에서 얻은 자료를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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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지구적 규모의 DOC 습식침적량의 범위가 정리되었다. 전 지구적으

로 추정된 강수 DOC의 침적량은 약 0.3-0.6 Pg yr-1이다(Willey et al., 

2000; Kanakidou et al., 2012; Iavorivska et al., 2016). 이 양을 탄소

순환에 있는 다른 값들과 비교하면, 하천에 의해 육상으로부터 해양으로 

이동하는 DOC (0.2-0.4 Pg yr-1)의 양 (Ludwig et al., 1996; 

Aitkenhead and McDowell, 2000; Richey, 2004), 또는 호수의 바닥으

로 퇴적되는 유기탄소의 양(0.6 Pg yr-1)과 비슷하다(Tranvik et al., 

2009; Aufdenkampe et al., 2011).  

하지만 아쉽게도, Iavorivska(2016)의 논문에서는 일부 지역에 정

보가 밀집되어있었고 아시아 대륙의 경우 약 84%가 중국에서 보고된 

자료였다. 또한 위에서 추정한 플럭스는 총 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TOC; 즉, DOC와 POC의 합) 습식침적 중 DOC가 80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곳에서 측정된 자료였다(Table 1; Likens et al., 1983; 

Raymond, 2005; Willey et al., 2000 in Wilmington, NC, USA).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DOC의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여과지가 필요

할 만큼 입자성 유기탄소(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의 농도가 

높았다(Table 1; Gioda et al., 2008; Pan et al., 2010; Willey et al., 2000 

in New Zealand). 이 지역들은 주로 인위적인 화석연료의 연소와 흙먼

지(soil dust)로부터의 유기탄소 유입이 있었다(e.g. Gioda et al., 2008; 

Pan et al., 2010; Wang et al., 2016). 

인위적 배출에 의한 대기 중 유기탄소의 증가는 강수 유기탄소 중 

화석연료 기원의 유기탄소 비율을 증가시키며, 더 나아가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과 화학적 특성까지 바꿀 수 있다. 중국 동북부 지역의 강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위적 배출이 많은 대륙의 영향을 받는 겨울에는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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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의 약 50%가 화석연료 기원이었으나, 해양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여름철에는 DOC의 10-30%, POC의 19-30%(n=3, in summer)가 화

석연료 기원이었다(Wang et al., 2016). 한국에서는 HYSPLIT의 공기괴 

역궤적 모델 결과, 1년(2009-2010)동안 강수 DOC의 21%가 한반도 

내륙에서, 32%가 해양으로부터, 그리고 47%가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유

래된 것으로 추정되었다(Yan and Kim, 2012). 그리고 화석연료 연소 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바나듐, 질산이온, 그리고 황산이온의 농도와 

DOC 농도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를 통해, 강수 중 DOC가 화석연료 기

원임을 암시했다(Yan and Kim, 2012).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강수 

유기탄소의 양과 광학적 특성에 대한 계절별 차이는 보고된 바 없다. 한

국은 아시아 계절풍 기후대에 속하며, 계절별 바뀌는 바람의 이동경로에 

따라 대륙과 해양의 영향을 번갈아 가면서 받는다. 따라서 계절풍에 따

라 유기탄소의 기원이 달라질 수 있으며, 1년 정도의 연구기간동안 강수 

유기탄소의 양과 생지화학적 특성의 시공간적 변화를 파악하기에 적합하

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 위치한 채취지점을 대

상으로, 계절적 변동과 바람의 유입경로에 따른 강수 유기탄소의 농도와 

습식 침적량, 그리고 광학적 특성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지역 규모의 탄

소수지를 맞추고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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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centrations and sources of precipitation DOC in previous studies.  

Location Sampling period N DOC/TOC(%) DOC (µM) Sources of DOC References 

El Yunque National Forest July 2006 to March 2007 17 73 32
‡

  Gioda et al., 2008 

S. New Zealand February to March 1999 7 67 24
‡

 Marine storm Willey et al., 2000 

Seoul, Korea March 2016 to February 2017 30 66 66
‡

, 142
†, ‡

 33% Asian continental This study 

Seoul, Korea October 2009 to September 2010 57 NA 92
‡

, 94
†, ‡

 47% Asian continental  Yan and Kim, 2012 

Northern China December 2007 to November 2008 483 79 250
‡

  Pan et al., 2010 

Qingdao, China February to December 2014 22 NA 217 7-52% Fossil fuel  

in Shandong Province 

Wang et al., 2016 

Yantai, China February to December 2014 10  266  

Taian, China April to August 2014 4  64  

Ithaca, NY, USA June 1976 to May 1977 47 80 157  Likens et al., 1983 

Hubbard Brook, NH, USA June 1976 to May 1977 48 84 91   

Tokyo, Japan 18 March, 30 June  

and 1 August 1992 

3 90 312
†

, 33,  

26 

 Sempere and  

Kawamura, 1996 

Wilmington, NC, USA May 1995 to February 1998 205 98 114
‡

  Willey et al., 2000 

New Haven, CT; 

Woods Hole MA, USA 

September 2003 to September 2004 10 NA 

 

51 36% Marine 

22% Fossil fuel 

43% Modern continent 

Raymond, 2005 

Wilmington, NC, USA September 1996 and May 1998; 

select 5 rain samples 

5 NA 327 4-24% Fossil fuel Avery et al., 2006 

‡: the volume-weighted mean, †: snow,  NA: Not a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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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지 
 
 

이 연구의 강수 채취 지점이 위치한 서울은 교통, 산업, 난방 등에

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물질도 상당하고(Chae et 

al., 2004), 편서풍에 의한 중국발 스모그나 황사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

능성도 높다(Kim et al., 2005; Kim et al., 2009). 그리고 계절풍의 영향

으로 대기 물질의 유입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데, 겨울에는 아시아 대륙

에서 한반도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반면, 여름에는 해양으로부터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불어온다(Lee et al., 1995). 서울도 1월에는 북풍(북서풍, 

북동풍)이, 8월에는 남서풍이 우세하게 불어오는 것으로 관측되었다(Lee 

et al., 2012). 서울에서 측정된 강수 유기탄소에 관한 연구는 Yan and 

Kim (2012)의 연구가 있다. 그 연구에서 서울 강수 중 DOC 침적량은 

1.9 g C m-2 yr-1이고, 화석연료 연소의 추적물질인 바나듐과 DOC 농도

의 양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강수 DOC가 화석 연료 기원임을 추정하

였다. 이번 연구의 관측지점은 선행연구의 관측지점과 직선 거리로 약 

500 m 떨어져 있어, 두 연구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유기탄소 습식 침

적량의 시간적 변동(2010 in wet years vs. 2016 in dry years)을 파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번 연구의 시료 채취 장소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의 환경대학원 옥상 정원(북위 37°27′43.92″, 동경 126°

57′15.12″)이며, 지표면으로부터 약 10 m (해발고도 약 130 m)에 위

치하고, 소나무와 신갈나무 등이 우점하는 관악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Jang et al., 2013)(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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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the study site in Seoul, South Korea. Wet 

precipitation samples were collected at the roof garden of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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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2.2.1 강수 시료 채취 

 

강수 시료는 비와 눈을 모두 포함하며, 채취 기간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2월 22일까지이다. 총 샘플은 33개로, 적어도 한 달

에 한번은 강수 시료를 채취하였고, 비가 많이 오는 달에는 최대 4번까

지도 채취하였다(Table 3). 총 연구 기간 동안 채취한 강수량은 988.5 

mm로, 기상청 관측치인 1020.2 mm의 97%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http://www.kma.go.kr/weather/climate/past_table.jsp?stn=108&yy

=2016&obs=21&x=17&y=12). 기상청 관측치를 기준으로 계산하였

을 때, 2016년 동안 내린 강수량은 평년(1981-2010) 강수량의 68% 

정도로 적은 양이 내렸다. 특히 2016년 여름철(6, 7, 8월)과 가을철(9, 

10, 11월)에 각각 평년의 53.8%, 45.5%의 강수량을 보여 매우 건조하

였다. 반면, 봄철(3, 4, 5월)과 겨울철(12월, 2017년 1, 2월)에는 평년의 

127.7%, 129.4%로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모든 강수 시료는 강수 시작부터 끝까지의 시료로, 채취 시간은 짧

게는 50분에서 길게는 50시간이었다. 강수 시료 채취를 위해서 반지름 

12 cm, 높이 30 cm인 유리 재질의 10 L 비이커를 이용하였다. 비이커

는 다른 유기 물질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400oC 에서 4

시간 동안 태운 후 사용하였다. 최대 10개의 비이커를 옥상 정원 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설치하였으며, 옥상 정원의 잔디 등 하부 식생에 의

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토양 표면으로부터 높이 75 cm의 책상 

위에 두었다. 강수 시작 전 평균 6시간 이내에 비이커를 환경대학원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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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원에 설치하였으며, 비가 그친 후에도 6시간 이내에 회수하여 건식 

침적(dry deposition)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Raymond, 2005; Yan and 

Kim, 2012). 이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습식 침적량이지만, 강수 시료 

채취 전 건식 침적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7년 5월, 1 L의 3차 증류수

를 담은 비이커를 시료 채취 지점에 6시간(n=3)과 12시간(n=3) 동안 

배치한 후 TOC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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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료 분석 방법 

 

(1) 시료 처리와 보조자료 측정 

 

총 33개의 강수 시료는, 400℃에서 4시간 동안 태운 GF/F(공극 지

름 0.7 ㎛) 여과지를 이용하여 바로 여과하였으며, 눈의 경우(n=6) 상

온에서 2시간 내로 녹인 후에 비(n=27)와 같은 방법으로 여과하였다. 

여과 된 시료 일부는 DOC 분석, 흡광 및 형광 분석 그리고 이온 분석을 

위해서 폴리에틸렌(Polyethylene, PE)병에 4℃에서 냉장 보관 하였다. 

여과지도 400℃에서 4시간 동안 태운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 POC 분석

을 위해 냉동 보관하였다. 그리고 여과 전과 후 강수 시료의 pH는 

Metrohm 827 pH lab (Switzerland)으로, 전기전도도는 YSI Inc. (US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강수량(mm)은 채취한 강수의 총 강수 무게(g)

에 물의 밀도(1 g/cm3)와 비이커의 면적(cm2)을 나누어서 구하였다.  

 

 (2) 유기탄소 측정 

 

강수 DOC는 Shimadzu TOC-5500 (Shimadzu corporation, Japan)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OC는 여과 후 4℃에서 냉장 보관한 시료를 

이용하였고, 시료의 농도는 표준물질을 이용한 검량선법(농도-면적)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강수 POC는 SSM 5000A(Shimadzu corporation, 

Japan)를 이용하였다. 측정 전 50℃에서 12시간 동안 건조하여 여과지

의 수분을 제거하고, 데시케이터(desiccator)에서 4-6시간동안 35% 

염산으로 훈증(fumigation)시켜 입자성 무기 탄소를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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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ada et al., 2008). POC는 검량선법(무게-면적)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으며, 계산된 탄소 무게(mg)를 강수의 부피(L)로 나누어 농도를 구

하였다. 유기탄소의 습식 침적량은 유기탄소 농도(mg/L)에 강수량(mm)

을 곱해서, 단위 면적당 습식 침적되는 탄소의 양(mg m-2)으로 계산하

였다. 매 달(monthly), 그리고 계절별(seasonal) 농도는 부피가중평균

(volume-weighted mean, VWM)으로 계산하였다. 계산된 VWM 농도

에 각각 매달 또는 계절별로 합한 강수량을 곱하여, 해당되는 시기의 습

식 침적량을 구하였다. 2015년 12월 30일 측정 시료는 12월 전체를 대

표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기때문에, 2016년 1월 자료에 포함시켰다. 

계절은 기상청의 기후통계분석에 따라서 2015년 겨울철(2016년 1

월, 2월), 2016년 봄철(3월, 4월, 5월), 여름철(6월, 7월, 8월), 가을철(9

월, 10월, 11월), 겨울철(12월, 2017년 1월, 2월)로 구분하였다. 2015년 

겨울철은 2개월만 포함하였기 때문에 플럭스를 구할 때 과소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강수 유기탄소의 농도와 습식 침적량의 계절별 차이 비교

를 위한 통계분석에는 2016년도 봄철, 여름철, 가을철, 그리고 겨울철만 

사용하였다. 강수 유기탄소의 연중 농도와 습식 침적량은 2016년 3월부

터 2017년 2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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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외-가시선(UV) 흡광 분석

DOC의 UV 흡광도 스펙트럼은 1 cm 석영셀(quartz cell)을 사용하

여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로 측정하였다. PE병에 냉장 보관된 강수 시료를 측정하기 전에 

실험실에서 상온 상태로 맞춘 후 이용하였으며, 3차 증류수(Milli-Q 

water)로 베이스라인을 보정하였다. 측정 파장은 200 nm와 750 nm 사

이에서 1 nm간격으로 하였다. 흡광분석은 시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 채취 후 일주일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였다. 

자외선 흡광도비(Specific ultraviolet absorbance, SUVA254)는 유

기물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UV를 흡수하는 방향성 

물질의 상대적인 함량을 평가할 수 있다. SUVA254는 254 nm에서의 흡

광도를 DOC농도로 나누어 계산하며, 그 단위는 L mg-1 m-1이다

(Weishaar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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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광 분석 및 PARAFAC 모형 

 

강수 시료의 형광 세기를 측정하여, 시료의 방출 파장과 여기 파장

에 따른 EEM (emission-excitation matrix) 데이터를 얻었다. EEM 데

이터의 피크(peak)가 나타나는 영역을 조사함으로써, 빗물 CDOM 종류

를 구분하고 DOC의 기원을 추정할 수 있었다(Coble et al., 1990; 

Blough and Green, 1995; Stedmon et al., 2003; Kieber et al., 2006; 

Santos et al., 2013; Zhang et al., 2014).  

EEM을 얻기 위해 형광분석기(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를 사용하였다. 강수 시료는 흡광 분석에서 사용된 것과 같다. 

EEM 데이터는 300 nm에서 600 nm까지의 방출 파장에서 2 nm 간격으

로, 240 nm에서 450 nm까지의 여기 파장에서 5 nm 간격으로 형광 스

펙트럼을 측정하여 얻었다. 형광 스펙트럼은 여기 파장이 350 nm일 때 

라만 스펙트럼의 그래프 아래 면적을 이용해 라만 단위(Raman Unit, 

R.U., 단위: nm-1)로 표준화하였다. 그리고 표준화한 시료의 스펙트럼에

서 시료 측정일과 동일한 날에 측정하고 라만 단위로 표준화한 3차 증

류수의 형광 스펙트럼을 차감하였다. 

형광지표로는 휴믹화 지표(humification index, HIX: FI254)와 생물

학적 지수(biological index, BIX: FI310)를 이용하였다(Huguet et al., 

2009; Zhang et al., 2010; Salve et al., 2012). 여기파장은 5 nm 간격

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HIX(i.g. FI255)는 여기파장 255 nm에서 방출파

장 435에서 480 nm까지의 형광 세기 합과 방출파장 300에서 345 nm

까지의 형광 세기 합의 비로 구하였다(I435-480/I300-345). BIX(FI310)로는 

미생물 활동에 의해 자체적으로 분해된(autochthonous) 유기물질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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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여기파장 310 nm에서 방출파장 380 nm의 형광

세기를 방출파장 430 nm의 형광세기로 나누어 구하였다(I380/I430). 

HIX는 1.5 이하에서 미생물 기원, 1.5-2.9는 낮은 휴믹화 단계의 

물질과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는(autochthonous, 자생기원) 물질, 3.0-

6.0은 높은 휴믹화 단계의 물질과 낮은 자생기원 물질, 마지막으로 6.0 

이상일 때 높은 휴믹화 단계의 물질과 높은 육지 기원 물질의 영향을 받

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Zhang et al., 2010; Zhang et al., 2014). BIX는 

일반적으로 1 이하(0.6-0.7)에서 미생물에 의한 낮은 생분해의 가능성

(낮은 자생기원)을 보여주었다(Huguet et al., 2009). 

평행요인분석(Parallel factor analysis, PARAFAC) 모델은 형광분

석법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각기 다른 형광 성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략적으로 계산해주는 방법이다. PARAFAC를 통한 형광 구성 성분의 

개수는 반분 분석법(split-half analysis)과 잔차 분석(analysis of 

residuals)으로 결정하였다(Fig. 2). 주된 형광 성분들이 나오는 파장대

와 그들의 기원은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비교해서 알아내었다(Table 2). 

PARAFAC 분석은 MATLAB ver R2016b을 사용해 “DOMFluor 

toolbox”로 실행하였다(Stedmon and Br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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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EMs of the four PARAFAC components (C1-C4) from 

the split-half validation: C1, humic like substance and possible PAHs; 

C2, humic like substance, peak A+C; C3, humic and marine humic like 

signature, peak A+M; C4, protein like materials. The graphs show 

each component’s excitation (red) and emission (black) spectra in 

two random halves (solid and dashed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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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imary and secondary excitation(λex) and emission (λem)maxima for the four fluorescent components (C1, 

C2, C3, C4) identified by the PARAFAC model and the description of components in previous studies. 

Com. 

This study Previous study 

Reference 1°(2°)λex λem 1°(2°)λex λem Description 

C1 240 (300)+ 386 <260 380–460 Coble’s peak A, UV humic-like, less aromatic Kieber et al., 2006,  

Salve et al., 2012 

   220–240 412–422 Peak A, Humic-like  Santos et al., 2008 

   250 (320) + 370 C4, a possible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PAH) contaminant 

Murphy et al., 2006 

   220–335 310–414 The spectral ranges are including the fluorescence 

maxima of the individual PAHs 

Ferretto et al., 2014 see 

Table 1 

C2 240 (320) + 486 320–360 420–460 Coble’s peak C, UV humic-like, more aromatic Kieber et al., 2006,  

Salve et al., 2012 

   260 (370) + 490 C3, humic materials, Coble's peak-A Murphy et al., 2006 

   240 (305) + 414 Terrestrial humic-like fluorophores (peak A) and 

in the visible region peak C 

Zhang et al., 2014 and 

references therein 

C3 240 (300) 410 290–310 370–410 Coble’s peak M, Marine humic-like, possible 

photodegradation product of C 

Kieber et al., 2006,  

Salve et al., 2012 

   280–300 414–420 Peak M, Marine humic-like Santos et al., 2008 

   315 418 humic materials, "marine" humic-like signatures Murphy et al., 2006 

 (Tabl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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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secondary wavelength’s loading is not much higher than the first wavelength’s loadings.

Com. 

This study Previous study  

1°(2°)λex λem 1°(2°)λex λem Description Reference 

C3 240 (300) 410 <230 (295) 386 M and N peaks observed in the ocean, 

phytoplankton degradation experiments, and 

mixotrophic lakes 

(<230) UVA humic fluorescence component 

Zhang et al., 2014 and 

references therein 

C4 240 (275) 302 275 330 Coble’s peak T, Protein-like (tryptophan) Kieber et al., 2006 

   260 280 Coble’s peak B, Tyrosine-like substances Salve et al., 2012 

   250-300 305-355 Coble’s peak T, Protein-like Tryptophan  

   220–230 299–310 Tyrosine-like,  protein-like Santos et al., 2008 

   275 <300 Protein like materials Murphy et al., 2006 

   240 (300) 338 Autochthonous protein-like tryptophan Zhang et al., 2014 and 

references therein    <230(275) 302 Autochthonous protein-like tyro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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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기이온 분석 

 

강수에 포함된 양이온 및 음이온 분석을 위해 ICS-1600 (Dionex, 

Sunnyvale, CA, USA)을 이용하였다. 음이온은 염소이온(chloride, Cl-), 

질산이온(nitrate, NO3
-), 황산이온(sulfate, SO4

2-)을, 양이온은 소듐이

온(sodium, Na+), 암모늄이온(ammonium, NH4
+), 포타슘이온

(potassium, K+), 마그네슘이온(magnesium, Mg2+), 칼슘이온(calcium, 

Ca2+)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6) 공기괴의 역궤적 분석 

 

강수 유기 탄소의 이동경로는 공기괴의 역궤적(air mass back 

trajectory)를 기초로 평가하였다. 역궤적 분석은 미 국립 해양 대기청

(NOAA)의 Air Resources Laboratory에서 개발한 HYSPLIT-4 모델

(Hybrid Single-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version 4, 

http://ready.arl.noaa.gov/HYSPLIT.php)과 GDAS (Global Data 

Assimilation System, ftp://arlftp.arlhq.noaa.gov/pub/archives/gdas1)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발생지점별 기여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Wang et al. (2009)이 개발한 TrajStat를 이용하였다

(http://www.meteothinker.com/downloads/index.html). 

역궤적 분석은 해발고도 500 m에서 강수 발생 72시간 전부터 시작

되도록 하였다(Avery et al., 2006; Pan et al., 2010; Yan and Kim, 2012; 

Seaton et al., 2013). 높이 500 m는 in-cloud 과정과 습식침적에 대한 

기여도가 클 가능성이 있는 높이로 알려져 있으며(Walker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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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유기탄소의 체류시간은 평균 4-5일로 알려져 있다(Rogge et al., 

1993; Liousse et al., 1996; Hildemann et al., 1996; Molina et al., 2004; 

Kanakidou et al., 2005). 따라서 3일 동안의 궤적추정으로 대부분의 유

기탄소 이동을 추정할 수 있으나, 기상자료 해상도의 한계로 개별 경로

에는 20-30%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Stunder, 1996; Draxler and 

Hess, 1998). 그러나 이 불확실성은 선행연구에서 대기 궤적을 비교하

는데 상당한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되었다(Yan, 2015). 

 

(7) 통계분석 

 

통계분석에 앞서 데이터의 정규성과 등분산 분포를 만족하도록, 데

이터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다. 계절간 차이(겨울, 봄, 여름, 가

을)와 강수 유형간 차이(눈, 비, 진눈깨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one-

way ANOVA와 사후검정(Tukey test)을 실시하였다(p<0.05). 유기탄

소의 농도와 이온 농도 사이의 관계, 강수량과 습식 침적량 사이의 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순선형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p<0.05).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

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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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3.1 강수 중 유기탄소의 농도 

 

강수 DOC 농도는 측정기간 동안 31 µM에서 686 µM의 범위에 있

었으며, VWM 농도(평균 ± 표준오차)는 68 ± 2 µM이었다. POC는 

TOC의 18-38%를 차지하며, 농도는 3 µM에서 514 µM의 범위에 있었

고, VWM 농도는 34 ± 2 µM이었다(Table 3). 강풍과 많은 강수로 인

해 꽃가루의 유입이 있었던 2016년 5월 2일에 채취된 9번 시료의 경우, 

DOC 농도(59 µM)는 봄철 평균 DOC 농도(69 µM)와 비슷한 수준이었

으나, POC 농도(206 µM)는 봄철 평균 POC 농도(68 µM)보다 약 3배

정도 높았다. 9번 시료를 제외한 봄철시료의 평균 POC 농도(28 µM)보

다는 약 7배정도 높은 수준이었다(Tables 3 and 4). 꽃가루와 같은 자연

적 배출에 의해서 대기 중 POC의 농도가 증가할 수 있지만, 이번 연구

에서 꽃가루가 왕성하게 날린 시기에 내린 비는 단 한번뿐이어서 봄철에 

총 9번 측정된 강수 중 POC 농도가 과소 평가되었을 수 있다. DOC와 

POC 농도를 계절별로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2016년도 

겨울철이 다른 계절보다 유기탄소의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강수 유형에 따른 세정효과(scavenging effect) 차이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전체기간 중 계절적 차이와 바람의 유입경로가 비슷한 11월에

서 2월에 속하는 눈(n=4), 비(n=7), 그리고 진눈깨비(n=2) 중 유기탄

소 농도를 비교하였다. 겨울철 DOC의 VWM농도는 눈, 비, 진눈깨비에

서 각각 142, 186, 199 µM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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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 농도는 눈, 비, 진눈깨비에서 각각 VWM 110, 53, 92 µM로, 눈에 

의한 세정효과가 비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따라서 

겨울철 POC의 농도는 계절적 차이도 있지만, 눈에 의한 세정 효과의 차

이도 동반할 수 있다.  

건식 침적에 의한 TOC는 6시간 그리고 12시간후에, 각각 평균 

0.22, 0.31 mg-C의 유기탄소가 침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양은 

2016년 5월에 측정된 TOC 습식 침적량(mg)의 0.5-12% 정도를 차지

했으며, 이 연구의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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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perties as well as concentrations of DOC and POC in the 

33 precipitation samples. 

ID 

# 

Starting 

Date 
Type 

Duration Amount 
pH 

DOC POC 
Event+ 

(hr) (mm) (µM) (µM) 

1 12/30/2015 sleet 3.8 2.4 - 255 130  

2 01/13/2016 snow 1.3 0.5 4.92 179 240  

3 02/11/2016 rain 24.9 47.6 4.60 98 40  

4 03/04/2016 rain 8.8 42.6 4.89 57 20  

5 04/06/2016 rain 8.5 13.6 5.17 49 23  

6 04/13/2016 rain 5.7 31.4 3.98 218 59 Fine dust 

Yellow dust 

7 04/16/2016 rain 11.8 2.9 4.81 47 13  

8 04/20/2016 rain 11.8 18.6 5.15 32 35  

9 05/02/2016 rain 24.4 65.3 4.84 60 206 Pollen 

season 

10 05/10/2016 rain 10.0 16.7 5.24 70 17 Yellow dust 

11 05/15/2016 rain 13.2 58.9 5.18 52 27  

12 05/23/2016 rain 10.8 41.1 4.89 34 16  

13 06/11/2016 rain 5.2 24.2 4.70 60 19 Rain shower 

14 06/15/2016 rain 7.8 43.6 5.38 72 37  

15 06/23/2016 rain 3.8 4.0 5.11 73 37  

16 07/01/2016 rain 15.4 160.9 5.00 31 3  

17 07/04/2016 rain 27.2 174.3 4.93 37 7 Typhoon 

18 07/15/2016 rain 25.7 74.6 4.95 61 12  

19 08/25/2016 rain 6.9 24.2 4.58 65 12  

20 08/31/2016 rain 12.6 45.7 5.40 77 35  

21 09/08/2016 rain 2.2 7.6 4.22 206 82  

22 09/27/2016 rain 11.4 19.1 5.13 89 13 Typhoon 

23 10/02/2016 rain 11.8 26.4 5.00 41 12  

24 11/07/2016 rain 6.9 5.3 3.95 383 63  

25 11/11/2016 rain 2.2 3.7 4.64 335 88  

26 11/26/2016 sleet 5.8 1.3 4.50 94 18  

27 12/07/2016 snow 3.0 0.4 4.02 391 233  

28 12/08/2016 rain 6.3 7.3 4.35 162 57  

(Tabl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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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Starting 

Date 
Type 

Duration Amount 
pH 

DOC POC 
Event+ 

(hr) (mm) (µM) (µM)

29 01/12/2017 snow 0.8 0.4 5.10 601 514 Smog 

30 01/20/2017 snow 3.8 5.1 4.23 83 57 

31 01/27/2017 rain 2.0 5.7 4.66 363 159 Yellow dust 

32 02/19/2017 rain 7.2 4.0 3.77 686 160 Smog 

33 02/22/2017 rain 10.6 9.4 4.89 163 36 

Mean++ 9.5 30.0 4.92 68 34 

Min. 0.8 0.4 3.77 31 3 

Max. 27.2 174.3 5.40 686 514 

+ These events were reported from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AIRKOREA at least three days before precipitation.
++ The volume-weighted mean concentration (VWM) of pH, DOC and POC

from 12/30/2015 to 02/22/2017.

Table 4. The seasonal precipitation (PPT) and the seasonal volume- 

weighted mean (VWM) concentrations of DOC, POC and TOC from 

March 2016 to February 2017.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easons (p < 0.05). 

Season n 
PPT 

(mm) 

DOC 

(µM) 

POC 

(µM) 

TOC 

(µM) 

Spring (March to May) 9 291.0 69 c 68+ b 137 b 

Summer(June to August) 8 551.5 47 d 12 d 59 c 

Fall (September to November) 6 63.3 122 b 30 c 152 b 

Winter (December to February) 7 32.3 258 a 89 a 348 a 

1 year ++ 30 938.1 66 33 100 

+ The VWM concentration, 68 µM, affected by a sample collected during

pollen season (n=1); The VWM concentration, 28 µM, without the sample.
++ The total amount of precipitation (PPT) and the annual VWM

concentration of OC from March 2016 to Febr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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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oncentration of DOC and POC of each sample during the sampling period (12/30/2015-2/22/2017).  The 

double-headed arrows on the top indicate the sample size per month. The inverted triangles indicate atmospheric 

episodes such as smog, fine dust, and yellow dust. The check mark is the number nine (ID #9) sample when pollen 

concentration was the largest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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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강수에 의한 대기 중 유기탄소 침적량 

 

월 별 강수 DOC 침적량은 8.3-188.8 mg C m-2 month-1이고, 월 

별 강수 POC 침적량은 3.8-192.2 mg C m-2 month-1의 범위를 보였다. 

강수 DOC 침적량은 강수량이 409.8 mm로 가장 많았던 7월에 가장 높

았다(Fig. 4). POC 침적량은 강수량이 두 번째로 높았고(182.0 mm), 꽃

가루의 유입이 있었던 5월에 가장 높았다(Fig. 4). 꽃가루의 영향을 강

하게 받았던 시료(ID #9 in Table 3)를 제외하면 5월 POC 플럭스는 다

른 봄철에 속하는 달과 비슷해진다(30.4 mg C m-2 month-1).  

전체 시료에 대하여 강수량과 유기탄소 습식 침적량 사이에 회귀분

석을 한 결과, 강수량이 많을수록 DOC와 POC 플럭스도 높아지는 경향

이 있었다(p<0.001, Fig. 5). 특히, 물에 용존된 형태로 존재하는 DOC

의 경우가 POC보다 더 강한 선형관계를 보여주었다. 미국 동부 해안가 

지역에서 측정된 강수량과 DOC 플럭스 사이의 관계도 본 연구의 회귀

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5a; Avery et al., 2006 

and Seaton et al., 2013 in NC; Raymond, 2005 in MA and CT). 2016

년도 계절별 DOC 습식 침적량은 여름철에, POC 습식 침적량은 봄철에 

가장 높았다(Table 5). 연중 플럭스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

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하였으며, DOC 플럭스는 727 mg C m-2 yr-1, 

POC 플럭스는 376 mg C m-2 yr-1이고, TOC 플럭스는 1103 mg C m-2 

yr-1 (1.1 g C m-2 yr-1)이었다. 가을철과 겨울철 강수 유형별 DOC와 

POC 플럭스는 모두 강수량이 많은 비에서 눈과 진눈깨비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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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monthly wet depositional fluxes of DOC and POC in the 

rain and snow samples collected at the Gwanak camp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January 2016 to Februay 2017. The closed 

circle line indicates the concentration of TOC (i.e., the sum of DOC 

and P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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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atural logarithm of OC flux 

(mg C m-2) and precipitation (PPT, mm) for (a) DOC flux and (b) 

POC flux. The four seasons are presented in colored symbols. Snow 

and sleet samples are in white and grey symbols. The results of 

rainwater DOC flux are also presented in (a). The solid lines and the 

dotted lines indicate the regression and the 95% prediction interval 

(PI), respectively, for the sample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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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seasonal wet depositional flux (mg C m-2 season-1) of 

OC from March 2016 to February 2017. PPT: Precipitation 

Season N 
PPT 

(mm) 

DOC 

flux 

POC 

flux 

TOC 

flux 

Spring (March to May) 9 291.0 241 237+ 316 

Summer(June to August) 8 551.5 302 82 384 

Fall (September to November) 6 63.3 84 23 106 

Winter (December to February) 7 32.3 100 35 135 

1 year ++ 30 938.1 727 376 1103 

+ The flux of POC, 237 mg C m-2 season-1, was due to a sample collected 

during pollen season (ID #9 in Table 3). The flux of POC is reduced to 30 

mg C m-2 season-1 if the sample is excluded. 

++ The total amount of precipitation and the annual wet depositional flux (mg 

C m-2 yr-1) of OC from March 2016 to Febr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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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강수 용존유기탄소의 특성 

 

3.3.1 광학적 특성과 기원 

 

서울 강수 시료의 평균 SUVA254는 1.10 L mg-1 m-1였다. 겨울철 

평균값은 1.57 L mg-1 m-1로 다른 계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Table 6 and Fig. 6a). SUVA254가 가장 낮았던 시료는 여름철 태풍 

내습시 강수 시료로, 이때 DOC 농도도 가장 낮았다(Fig. 6a). 가을과 

겨울철 눈 시료(n=4)의 평균 SUVA254는 2.03 L mg-1 m-1로 각각 평균 

1.18과 1.52 L mg-1 m-1을 보인 비(n=7)와 진눈깨비(n=2) 보다 높았

다(p<0.05). HIX (FI255)는 강수 시료 대부분이 3 이하의 값으로, 강수 

DOC는 낮은 휴믹화 단계와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는(autochtonous, 자

생기원) 물질로 추정된다. 2016년도 겨울철에는 3-6 정도의 값을 보여 

높은 휴믹화 단계의 물질과 낮은 자생기원의 물질로 추정되었다(Fig. 

6a). BIX는 0.37-2.17의 넓은 범위의 값을 가졌다(Fig. 6b).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겨울철에 0.87로 봄철 1.12보다는 낮

은 값을 보였다. 강수 유형간 HIX와 BIX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PARAFAC 모형으로 EEM을 분리한 결과, 4개의 components (C1, 

C2, C3, C4)로 구분되었다. C1은 육상에서 기원하여 넓게 분포하는 자연 

유래의 휴믹계(humic-like) 물질(peak A) 또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PAHs)로 추정되며, C2는 육상 기원

의 휴믹계 물질로 방향성이 낮은 물질과(peak A) 높은 물질(peak C)이 

분리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 C3는 육상 기원의 휴믹계 물질(peak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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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seasonal SUVA254, HIX, BIX, and PARAFAC components 

(C1-C4).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easons (p < 0.05). 

SUVA254 HIX BIX %C1 %C2 %C3 %C4 

Winter 1.57 a 3.48 a 0.87 56 a 25 a 6 b 14 a 

Spring 1.16 ab 1.54 b 1.12 16 c 31 a 28 a 25 a 

Summer 0.77 b 1.49 b 0.97 16 c 19 a 42 a 23 a 

Fall 0.66 b 1.96 b 0.83 34 b 18 a 23 ab 25 a 

Mean 1.10 2.19 0.95 31 24 24 21 

해양 미생물 기원의 휴믹계 물질(peak M)로 추정되며, C4는 단백질 

계열(peak B and T)의 물질이었다(Table 2). 이를 기준으로 강수 

시료의 PARAFAC 성분 비율을 표시하였으며(Fig. 6c), 통계적으로 C1 

성분은 겨울철에 높았고 C3 성분은 여름철에 높았다(Table 6). 가을과 

겨울철 눈, 비, 진눈깨비에서 모두 C1이 각각 63, 43, 51%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C2가 각각 21, 23, 22%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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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ynamics of (a) SUVA254, (b) fluorescence indices; HIX and 

BIX, (c) PARAFAC components: %C1, terrestrial humic like 

materials (peak A) and PAHs; %C2, humic like substance (peak 

A+C); %C3, humic substance and marine humic like signature (peak 

A+M); %C4, protein lik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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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무기 이온과의 관계 

 

강수의 화학 조성은 국지적 배출원이나 바람에 의한 장기 수송에 의

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수의 화학 성분을 조사하면 지역 내 또는 

전지구적 시스템에서 대기 물질의 기원을 알 수 있다(Galloway et al. 

1984; Salve et al., 2008; Cheng et al., 2010). 대기 중 황화합물과 질

소화합물의 농도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강수에 의해서 대기에서 지표로 이동하며 산성비의 형태를 보인다

(Salve et al. 2008; Lee et al., 2000). 따라서 강수 중 질산이온과 황산

이온의 존재는 인위적 배출 기원을 의미하며, 이 이온들과 DOC 농도 사

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강수 DOC의 기원 또한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Willey et al., 2000; Yan and Kim 2012; 

Mladenov et al., 2012). 대표적인 질산이온, 황산이온 이외에 암모늄이

온 또한 대기오염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 밖에 황사와 같은 토양(soil 

dust) 기원의 칼슘이온, 포타슘 이온이 있고, 해염입자로 알려진 염소이

온과 소듐이온이 있다(Table 7). 이 연구에서는 대기 오염 인자로 알려

진, NO3
-, SO4

2-, NH4
+ 농도와 DOC 농도 사이에 가장 강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었다(Fig. 7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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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ajor ions and their sources in precipitation.  

Ions Source 

NO3
- Combustion under high temperature, vehicles (Chae et al., 2004; 

Al-Momani, 2003; Garcia et al., 2006) 

SO4
2- Industries, power plants, house heating, coal combustion (Chae 

et al., 2004); Crustal and anthropogenic origin (Kulshrestha et 

al., 2003; Salve et al., 2008) 

NH4
+ The intensive fertilization and relatively poor treatment of waste 

from barns and houses (Lee et al., 2000);  

Na+ Soil, sea salt, refuse incineration, oil combustion, industrial  

(Ooki et al., 2002) 

Cl- Sea salt (Willey and Kiefer, 1993) 

Ca2+ The dust-rich environment from wind-blown dust and traffic; 

crustal origin (Lee et al., 2000; Salve et al., 2008); cement 

factories in Taiwan; other anthropogenic sources (Kulshrestha 

et al., 2003; Cheng et al., 2010)  

K+ Firewood burning, waste incineration; agricultural burning 

(Andreae, 1983); soil sources (Salve et al., 2008); refuse 

incinerator in the urban air (Kasahara et al., 1990) 

Mg2+ Wind blown dust; soil sources (Salve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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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sionships between the natural log (ln) concentration (µM) 

of DOC and major ions (a-h). The four seasons are in colored 

symbols. Snow and sleet samples are in white and grey symb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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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강수 유기탄소의 이동경로 추정 

 

총 33개의 강수 시료에 대한 공기괴 역궤적 결과, 바람의 경로에 

따라 5개의 군집(cluster)으로 구분되었다(Fig. 8). 한반도를 기준으로 

1번 군집은 남해안과 동중국해에서 불어오는 공기 경로이며, 2번 군집은 

베이징이 위치해있는 중국의 북쪽지역과 몽골지역을 거쳐 한반도로 유입

되는 경로이다(Fig. 8). 3번은 동쪽에서 시작되는 바람으로 동해나 태평

양에서 불어왔으며, 4번은 주로 한반도 주변 해안이나 내륙에 머무르는 

공기였다. 마지막으로 5번은 북쪽에서 시작되는 경로로 만주지역과 동해

를 거쳐서 서울로 도달하였다. DOC와 POC 농도는 2번 경로에서 가장 

높았으며, 1번 경로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보였다(Table 8). DOC와 

POC의 습식침적량은 강수량이 많았던(405 mm) 4번 경로에서 가장 높

았지만, 강수량이 가장 낮았던(64.2 mm) 2번 경로에서 두번째로 높아 

겨울철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유기탄소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8). 또한 군집 분석의 결과는 계절별 공기 궤적과 일치하며, 특

히 겨울철과 여름철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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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ir mass backward trajectory clusters (computed with 

TrajStat); the five clusters are presented in colored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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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Five types of clusters of air mass backward trajectories: Cluster number (CN), the frequency (F) and directions 

of five clusters including representative season, the concentrations (VWM (SE), µM) and flux (mg C m-2 cluster-1) of 

DOC and POC in precipitation.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lusters (p < 0.05). 

+ % frequency was calculated as trajectories belonging to the same cluster divided by total trajectories.

    DOC POC 

CN F + Directions 

Representative 

season 

Con. 

(µM) 

Flux 

(mg C m-2 cluster-1) 

Con. 

(µM) 

Flux 

(mg C m-2 cluster-1) 

1 12% Southerly, East China Sea Summer 44 (2) c 122 13 (1) c 35 

2 33% North-westerly, 

Northern China, Mongolia 

Winter and Fall 207 (22) a 160 66 (8) a 51 

3 15% Easterly, East sea Spring 59 (1) c 119 25 (1) c 51 

4 24% Local and seaside Spring 52 (1) c 250 46 (4) b 224 

5 15% Northerly, Russia Spring 110 (6) b 158 26 (2) c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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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asonal air mass backward trajectories: the four season (a, 

b, c, d) are presented in colored dott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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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의 

 

강수에 의해 대기 중 유기탄소는 육상과 바다로 침적되며 지역에 따

라 그 양과 생지화학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Willey et al., 2000 and 

references therein; Iavorivska et al., 2016 and references therein). 

이러한 유기탄소 침적량과 화학적 특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지역 규모 탄소수지 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 장소에서 측정된 결과를 확대 해

석하여 강수 유기탄소의 변동 경향을 예측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므로, 

여러 장소에서 오랫 동안 강수 유기탄소 자료를 모으는 것이 요구된다. 

비록 이 연구는 한 장소(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옥상정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강수 중 유기탄소의 양과 생지화학적 특성에 대해 밝히고, 이러한 

성질들이 대기 유입경로와 공급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강수에 의한 유기탄소의 습식 침적량은 강수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Fig. 5), 따라서 강수량의 시공간적 분포에 의해 강수 유기탄소의   

침적량이 달라질 수 있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에는 

평년(1981-2010)의 약 2/3에 해당되는 적은 강수량이 내렸으며, 이때 

TOC 플럭스는 1.1 g C m-2 yr-1였다. 이는 평년과 비슷한 강수량을 기

록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측정된 연중 강수 DOC 플럭

스인 1.9 g C m-2 yr-1의 약 1/2로(Yan and Kim, 2012), 강수량이 줄면 

DOC의 습식 침적량도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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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강수량과 비슷한 연 강수량 1000-1500 mm을 가지는 아메

리카와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0.99-2.1 g C m-2 yr-1의 유기탄소 습식 

침적량을 보였다(Iavorivska et al., 2016 and supplementary data 

therein). 이는 거의 같은 강수량을 가지는 지역에서 유기탄소의 습식 

침적량도 비슷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의 

패턴 변화(Dore, 2005)로 인해 강수 유기탄소의 농도와 습식 침적량의 

시공간적 분포는 더 크게 차이날 수 있다.  

강수량의 시공간적 변동 이외에, 바이오매스 연소와 화석연료 사용

과 같은 유기탄소 배출량의 증가도 강수 유기탄소 플럭스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경우 2005-2007년 평균 연중 

강수량이 약 1400 mm 정도로 서울과 비슷하였는데, 유기탄소 플럭스는 

약 5 g C m-2 yr-1이었다(Coelho et al., 2008). 이는 브라질 지역에서의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의 연소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Campos et al., 

2007; Coelho et al., 2011; Iavorivska et al., 2016). 또한, 중국 북부지

역에서는 2008년에 채취한 강수량이 연중 635 mm로 우리나라의 평년 

강수량의 약 1/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강수 DOC 플럭스는 

1.9 g C m-2 yr-1이었다(Pan et al., 2010). 중국 산둥(Shandong) 성에

서는 평균 강수량이 710 mm였는데, DOC 플럭스는 2.38 g C m-2 yr-1

이었다(Wang et al., 2016). 이는 중국의 강수 DOC의 기원 중 약 50%

가 화석연료 연소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Zhang et al. 2015; Wang et al., 

2016). 따라서 유기탄소의 공급량(특히, 인위적 배출)의 변동 때문에, 

강수 유기탄소의 침적량에 차이가 나며, 더 나아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

향과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의 결과는 아시아 계절

풍 기후대에서 계절별 공기괴(air mass)의 유입 경로에 따라 유기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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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이 뚜렷하게 차이남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가을과 겨울은 북동풍의 영향이 세지는 시기로, 사막지

역과 대규모 공장 지대 등이 위치한 아시아 대륙(중국, 몽골, 러시아)으

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리고 강설에 의한 POC 

세정효과가 높아, 겨울철 강수 TOC의 부피가중평균(VWM) 농도는 

348 µM로 다른 계절보다 높았다. 따라서 겨울철 내리는 강수에서 유기

탄소의 농도가 높은 이유는 대기 중 유기탄소 유입의 증가, 눈에 의한 

높은 세정효과, 그리고 적은 강수량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만, DOC의 

경우에는 강수 유형별로 가을과 겨울철에 측정된 DOC의 VWM 농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가을과 겨울철 강수 DOC의 높은 농도

는 대기 중 유기탄소 유입의 증가가 주된 요인일 수 있다.  

겨울철 내리는 비에 포함된 DOC에는 육상 생태계 기원 유기물이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같은 방향족 유기 화합물이 주로 포함되

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PAHs는 석탄, 석유, 바이오매스 등의 연소 과

정에서 불완전 연소로 인해 생성되는 물질로 도심지역에서 높게 배출된

다(Besombes et al., 2001; Simoneit, 2002; Zhang et al., 2008). 또한 

가정 난방과 자동차에 의한 영향으로 겨울철에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Han et al., 2006). 한반도에 인접한 중국은 바이오매스 연소와 코크스

로(coke oven)로 인해, PAHs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로 알

려져 있어(0.11 Pg yr-1, Zhang and Tao, 2009), 겨울철에는 국내외적

으로 인위적 유기탄소 배출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겨울철 

DOC는 봄과 여름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방향성이 크고 휴믹화 정도가 

높으며, 낮은 BIX 값으로 생분해성도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Table 6; 

Zhang et al., 2014). 그렇지만, 겨울철 강수의 유기탄소는 보통 하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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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육상생태계에서 발견되는 유기탄소보다 매우 낮은 SUVA254와 HIX 

수치를 보인다(e.g. Huguet et al., 2009; Guéguen et al., 2012; Shin et 

al., 2016). 이는 리그닌 등 복잡한 구조의 육상생태계 기원 물질이 다량

으로 존재하는 하천에 비해 대기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의 가

벼운 유기물질들이 대기의 흐름을 따라 멀리 이동하며, 강수를 통해 제

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Graber and Rudich, 2006; Zheng et al., 2013; 

Zhang et al., 2014).  

 서울 봄철의 경우, 한반도 내륙과 해안 주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외부로부터의 유기탄소 유입이 겨울철보다 낮았다. 봄

철은 식물들이 성장을 시작하고 수분이 이뤄지는 시기로, 대기 중 꽃가

루의 양이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Park et al., 1994). 

따라서 자연적 배출에 의한 POC의 강수 중 농도는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 증가하는 POC 농도를 넘어설 만큼 매우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육상 기원과 인위적 배출이 증가하는 가을과 겨울철에는 POC 농도가 

높아지면 DOC 농도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봄철에는 DOC 

농도의 변동은 크지 않았다. 봄철 강우에 유입되는 DOC는 육상 기원과 

단백질 기원, 해양 기원으로 추정되는 유기물질이 골고루 존재하였다. 

그리고 사계절 중 BIX가 가장 높아 대기 중 미생물의 자생적 기원에 의

한 유기물들을 포함할 것으로 추정되며, 생분해성이 높을 수 있다(Salve 

et al., 2012; Zhang et al., 2014).  

여름철은 남풍과 남서풍이 우세했으며, 해양을 거쳐온 바람과 태풍

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반도의 여름은 다른 계절보다 해양 기원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낮은 방향성과 봄철 

다음으로 높은 BIX 값을 가졌다(Table 6 and Fig. 6). 여름철 유기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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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VWM 농도는 다른 계절보다 낮았지만, 강수량이 많아 유기탄소 플럭

스는 가장 높았다(Table 4 and Table 5). 북경이 위치한 중국 북부지역

에서도,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 사이에 내린 강수 중 DOC 농

도는 건기(11월-4월)보다 여름철 우기(5월-10월)에 농도가 낮았으며, 

이는 겨울철 가정 난방에 의한 석탄사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Pan 

et al., 2010). 따라서 여름철 해양 기원 유기물질은 화석 연료 사용 등

으로 배출되는 유기물질보다 강수 DOC 농도를 높이지 못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을 접하고 있는 곳에서 이뤄진 다른 연구에서는 반대의 경

향, 즉, 여름철 강수 유기탄소의 농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결과도 

보고되었다. 동유럽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에서는 겨울철(10월-3월)보다 

성장의 계절(4월-9월)에 더 높은 DOC 농도가 관측되기도 하였다. 이

는 여름철 왕성한 생물활동으로 생성되는 광합성 산물들과 식물과 해양 

조류들의 대기로의 배출 때문일 수 있다(Orlovic-Lekoet al., 2009). 미

국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윌밍턴(Wilmington) 시에서는 육상 식생의 영

향에 의해, 또는 오히려 여름철(7월-10월)에 인위적 배출에 의해서 대

기 중으로 DOC 유입이 증가될 수 있었다(Willey et al., 2000). 남반구

에 위치한 뉴질랜드의 해양 강수에서도 같은 이유로 여름철(10월-4월)

에 측정된 DOC 농도가 겨울철(4월-9월)보다 높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

다(Kieber et al., 2002).  

전체 강수 시료에 대하여 강수 DOC 농도는 질산이온 및 황산이온

의 강수 중 농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Fig. 7). 질산이온과 황산이

온은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부터 강수 중 유기탄

소의 기원이 화석연료 기원임을 유추할 수 있다(Willey et al., 2000; 

Mladenov et al., 2012; Yan and Kim, 2012). 하지만, 해염입자로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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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 Na+과 Cl-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이 이온들과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강수 DOC가 해양으로

부터 유입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수 시료에서 DOC 

농도와 주요 이온들의 농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같은 기원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농도와 강수량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다. 강수량

과 농도 사이에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earson correlation, p<0.001), 이는 강수량이 적을수록 측정된 대기 

이온들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또는 소듐과 염소이온이 대기 

중 광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새로운 에어로졸(NaNO3, NH4Cl)을 형성했

을 수도 있다(Seinfeld and Pandis, 1998; Salve et al., 2008; Wang and 

Laskin, 2015). 그러나 이온들의 기원과 대기 중 반응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온들

의 기원을 토대로 강수 유기탄소의 기원을 추정하는 방법은 신뢰하기 어

렵고, 화석연료 기원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강력한 방법(예: △14C)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강수 중 DOC와 POC 결과를 종합하면, 대기 중 유기탄

소의 습식 침적량은 강수량에 영향을 받으며, 아시아 계절풍 지대에서 

바람의 유입 경로에 따라 강수 유기탄소의 양과 생지화학적 특성이 달라

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강수 유기탄소의 기원에 대하여는 정

량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대기 중 유기탄소의 습식침적량은 기

후변화 하에서 강수 패턴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변할 수 있고, 이는 

지역적, 또는 전 지구적 규모의 탄소수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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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환경대학원 옥상정원에서 강수에 포함된 

DOC 및 POC의 농도를 측정하고, 이에 강수량을 곱하여 대기 중 유기

탄소의 습식 침적량을 구하였다. 그리고 강수 DOC의 광학적 특성을 조

사하여 계절별 강수 DOC의 생지화학적 특성과 기원을 추정하였다. 유기

탄소의 습식침적량은 강수량의 시공간적 분포에 의해서, 또한 유기탄소

의 자연적 및 인위적 배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계절풍 

기후대에 속한 우리나라에서 강수 중 유기탄소의 농도, 침적량, 그리고 

생지화학적 특성은 계절별 바람 이동 경로에 의해 유기탄소의 기원이 달

라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북서풍이 불어오는 겨울철 강수 DOC에는 

방향성이 큰 휴믹 물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 육상 기원 유기탄소, 또

는 화석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유기탄소의 양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

었다. 반면 여름철에는 남풍이 우세하여 해양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강수 DOC에도 해양 미생물 기원의 휴믹계 물질이 포함되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따라서 강수 유기탄소는 발생원과 대기 유입경로에 따라 급격

하게 변할 수 있으며, 앞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의 변동과 기후변화 하에

서 강수의 양, 기간, 세기가 달라짐에 따라 유기탄소의 습식 침적량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기탄소의 기원에 대하여 정량적

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만약 화석 연료의 불완전 연소 등 인위적 

배출에 의한 유기탄소의 습식 침적량이 늘어난다면, 이는 육상생태계로

의 새로운 유입을 의미하므로 지역 규모 또는 전지구적 규모의 탄소 수

지가 수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앞으로 강수에 의한 대기 중 유



 

 

46 

 

기탄소의 침적량에 대한 지속적인 측정 외에도, 강수 유기탄소의 생지화

학적 특성의 차이가 육상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후

속 연구가 수반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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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et depositional flux of atmospheric organic carbon (OC) is 

similar to the amount of organic carbon released into the oceans 

through rivers globally, but the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 of the 

quantity and bio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OC in precipitation is 

still unknown.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30, 2015 to 

February 22, 2017, collecting precipitation samples at the roof 

garden of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 total of 33 precipitation samples were 

collected to determine the concentration and depositional flux of 

organic carbon. Optical properties such as UV absorbance and 

PARAFAC of dissolved organic carbon (DOC) were also investigated 

to understand bio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DOC in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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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olume-weighted mean (VWM) concentrations of DOC and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 were 66 and 33 μM, respectively. 

The seasonal VWM concentration of total organic carbon (i.e., sum 

of DOC and POC) was 348 μM in winter (December to February), 

about three times higher than in summer (June to August). 

Concentrations of OC in the snow, rain and sleet were compared to 

verify the effect of precipitation type during the period with the 

similar atmospheric inflow path. The concentration of POC in snow 

was higher than those of rain and sleet due to the large scavenging 

effect by snow. In contrast, there was no effect of precipitation type 

on DOC in precipitation. However, concentrations of DOC in 

precipitation showed a clear seasonal variation than those of POC. 

Annual fluxes of precipitational DOC and POC were 0.7 and 0.4 g C 

m-2 yr-1, respectively, from March 2016 to February 2017. The wet 

deposi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ecipitation (p <0.001) and 

the correlation between precipitation and DOC flux (R2 = 0.7) was 

stronger tha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cipitation and POC flux (R2 

= 0.5). Precipitational OC flux was the largest in the summer when 

precipitation was the greatest. To investigate the origin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precipitation DOC, the PARAFAC model and the 

HYSPLIT model were used. Optical properties such as SUVA254, HIX, 

and BIX, were also measured to estimate the aromatic content of 

DOM, and the degree of humification and biodegradability. During 

winter when the use of fossil fuels for heating increases and yellow 

dust and fine dust derived from the Asian continent can be mixed with 

precipitation by the northwest wind, SUVA254 was 1.57 L mg-1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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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IX and BIX were 3.48 and 0.87, respectively. PARAFAC 

analysis suggested that the proportion of organic matter such as 

PAHs and humic-like substances of terrestrial origin could be high 

up to 56% during winter. In contrast, SUVA254 was 0.77 L mg-1 m-1, 

HIX and BIX were 1.49 and 0.97, respectively, and the proportion of 

marine (microbial) humic-like materials was high up to 42% during 

summer. The precipitation POC concentration can sharply increase in 

spring due to pollens. The BIX of spring precipitation DOC was the 

highest among the four seasons, suggesting that the biodegradability 

of DOC could be large. In sum, the fluxes and bio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OC in precipitation can change drastically 

depending on sources and wind directions. 

 

Keywords: Organic carbon, wet deposition, precipitation, PARA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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