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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매년 하천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중 약 절반이 산림

유역 시냇물에서 배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산림 시냇물 내 이산

화탄소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연구는 산림 시

냇물 이산화탄소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

지 시냇물의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고 하천 부근 토양 pCO와의 상

관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산화탄소 공급원로서의 수체 내 용존유기탄

소 분해의 가능성을 측정하고 시냇물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여 수체 내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시냇물 pCO는

토양 pCO 및 수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강수사상이 발생한 뒤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시냇물 내 용존유기탄소의 분해에 의해서

는 시냇물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지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으며, 시냇

물로 유입된 이산화탄소는 빠르게 대기 중으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입자성 유기물의 분해 가능성이나 수체 내 유기물의 광

분해 가능성에 대한 추후 실험이 필요하긴 하지만, 시냇물 내 이산화탄

소는 수체 내 용존유기물의 미생물에 의한 분해라기보다는 토양 내 축적

돼 있던 이산화탄소가 강우 시 빗물과 함께 유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추정 오차가 큰 시냇물 전체에서의 시냇물–대기 간 CO 교환 플

럭스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1, 2차 하천 내에서도 하천

pCO의 시공간적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주요어 : 이산화탄소, 유기물, 하천, 시냇물, 토양, 호흡

◆ 학 번 : 2015-2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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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지

구 온난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Cox et al., 2000) 있는 가운데,

탄소의 전 지구적 순환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수행돼야 할 과제이다(Rosenzweig et al., 2008). 이에 따

라 생태계의 각 영역(수권, 지권, 생물권)이 기권(atmosphere)에 대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원인지 혹은 흡수원인지를 판별하고 그 플럭스가 얼마

인지 정량할 필요가 생겼다.

전 세계에서 매년 하천으로부터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CO evasion from rivers, 이하 FCO)은 적게는 0.65 Pg C yr 

(Lauerwald et al., 2015)에서 많게는 2.1 Pg C yr (Raymond et al.,

2013)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인류가 매년 대기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인 약 10 Pg C yr (Schlesinger and Bernhardt, 2013)의

대략 1/15에서 1/5 정도 되는 수치이다. 이 양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 값이 매년 생태계에 저장되는 탄소의 양, 즉 총일차생산량(gross

primary product, GPP)에서 식생이 호흡하는 양(Respiration of plants,

R)과 미생물이 호흡하는 양(Respiration of decomposers, R)을 빼고 남

은, 실제로 생태계에 축적되는 탄소의 양인 순 생태계 생산량(net

ecosystem production, NEP, 대략 0 Pg C yr 이지만 최대 ±6 Pg C

yr 의 연간 편차를 보임)과 비길 만한 수치이기 때문이다(Schlesinger

& Bernhardt, 2013; Houghton, 2014).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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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 GPP - R - R (1)

NEP ≈ FCO (Cao & Woodward, 1998; Raymond et al., 2013) (2)

즉, 육지가 대기에 대하여 탄소의 배출원이 될지 또는 흡수원이 될

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강에서 대기로 이동하는 탄소의 양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2016년 미국에선, 하천과 대기 간 이산화탄소 교

환량을 고려해 주지 않을 경우 육상생태계의 NEP가 최대 27%까지 과다

추정될 위험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Butman et al., 2016).

강물의 대기로의 탄소 유출량을 정확히 정량하기는 쉽지 않다. 계산

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그 값에 변동이 크기 때문인데, 실례로 2013년

육수의 탄소 방출량이 2.1 Pg C yr 이라는 발표가 있고 난 2년 뒤 같

은 자료를 써서 새롭게 분석한 결과는 약 0.65 Pg C yr 로 약 1.5 Pg

C yr 만큼의 차이가 보고되었다(Lauerwald et al., 2015). 이렇게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1차 및 2차 하천에서의 이산화탄

소 유출량을 산정하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며 그 까닭을 아래에 설명하

였다.

하천으로부터 대기로 이동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

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Lauerwald et al., 2015).

FCO=A·k·K*ΔCO (3)

위 식에서 FCO는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양(flux of

CO , mmol/day)을, A는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는 하천 표면적(m)

을, k는 기체수송속도를(m/day), K는 헨리상수(10mol/m/atm)를,

ΔCO는 대기와 하천 사이의 이산화탄소 분압 차이(μatm)를 나타낸다.

하천에서 대기로의 이산화탄소 플럭스(FCO)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

천의 면적(A)과 기체수송속도(k), ΔCO(물과 대기의 이산화탄소 분압

차이)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1,2차 하천 같은 소하천의 경우 해당 요

소들을 측정하는 데부터 어려움이 발생한다. 소하천은 하천 폭이 좁고

많은 부분이 식생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위성 영상으로는 하천 면적(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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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Allen & Pavelsky, 2015; Smith, 1997). 기

체수송속도(k)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이는 소하천은 하류의 큰 하

천보다 주변 지형의 경사의 변화가 크고 지형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큰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센서를 이용하여 엄밀한 pCO 측정이 쉽지 않으며, 시료를 채취하여 추

정할 경우 강우 사상의 효과(Li et al., 2012; Marotta et al., 2010)를 반

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시료의 유기산 농도가 높을 경우 pCO가

과다추정될 가능성이 있다(Abril et al., 2015). 따라서 기존 식(식 2)을

통하여 소하천의 이산화탄소 배출 플럭스를 계산할 경우 오차가 크고 추

정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전 지구적 규모에서 육수(inland waters)로부터 대기 중으로의 CO
배출 플럭스 중 1차와 2차 하천 배출 플럭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

다. 전 세계 육지 면적의 약 1/2 정도가 1,2차 하천 유역에 몰려 있는 것

으로 추정되고(Raymond et al., 2013) 산림 지역은 그보다 더 큰 비율이

소하천 유역에 집중해 있을 수 있다(이민부, 2003). 산림은 수목과 다양

한 식생의 광합성으로 인해 유기물이 저장되고 동시에 유기물이 분해돼

다시 이산화탄소로 풀려 나오는 곳이다. 식생과 토양 내부에 있던 유기

물이 소하천으로 유출된 후 하천 내에서 분해되어 CO를 생성할 수도

있고, 하며 식생과 미생물 호흡의 산물인 이산화탄소가 토양수에 녹은

후 소하천으로 직접 유출될 수도 있다. 또한 1,2 차 소하천의 주변 지형

은 평지와 달리 경사와 굴곡이 심해 기체수송속도(k) 역시 커질 수 있

다. 한국과 같이 국토의 64%가 산지인 지역에서 육수의 이산화탄소 배

출 플럭스를 산정할 때 소하천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양을 제외시킨다

면 육상생태계 탄소순환 수지를 제대로 맞추지 못할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천의 이산화탄소는 크게 외부에서 유입된 CO와 내부에서 생산된

CO로 나눌 수 있다(Finlay, 2003; Hotchkiss et al., 2015). 외부에서 유

입된 CO는 주로 토양 내에서 식물의 뿌리 통해 방출된 CO와 미생물

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CO로 이루어져 있다(Hope et al.,

2004). 이들은 토양수나 지하수에 녹아들어 하천으로 유입된 뒤 광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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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되거나 도로 대기로 방출된다. 내부에서 생산된 CO는 하천 주

변 토양이나 식생으로부터 유출된 유기물이 하천 내에서 분해되면서 발

생하거나, 하천 내에서 일어난 광합성의 결과물이 다시 CO로 분해되면

서 생성된다(Tranvik et al., 2009).

하천에서 방출되는 CO 중 외부에서 유입된 CO와 내부에서 생산

된 CO의 비중을 각각 산정한 논문이 2015년에 발표되었지만(Hotchkiss

et al., 2015) 이는 축적된 자료를 이용하여 만든 모델링의 결과 값으로

미국의 경우에 한정돼 있으며, 아직 현장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특정 하

천에서 배출되는 CO의 기원이 규명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탄소 동위

원소 분석을 이용하여 하천 CO의 발생원을 조사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열대와 특정 지형(주로 peatland)에서 행해졌으며(Leith

et al., 2014; Mayorga et al., 2005) 동아시아 지역에서 수행된 경우는 찾

을 수 없었다.

하천의 pCO와, 하천 CO의 근원일 것으로 추정되는 토양 pCO에

강우가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센서를 이용하여 촘촘한

시간 간격으로 각 요소들을 관찰하고 상관성을 파악할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산림 소유역 내 1차 및 2차 소하천(계류수)의 이산화

탄소 농도와 유역 내 토양의 깊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의 관련성을

조사함으로써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산림 소유역 시냇물 내 이산화탄소

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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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지

이 연구에서는 하천과 산림 토양 내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살피

기 위해 전라남도 광양시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백운산 학술림 내의 1차

와 2차 하천이 흐르는 북문골 유역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유역의

넓이는 약 33 ha 이며 하천의 경사와 길이는 각각 25.3 %, 850 m 이다

(박재현 et al., 2000). 해당 유역은 혼효림 지역으로서 수종의 대부분이

소나무, 삼나무, 테다소나무 및 서어나무로 구성돼 있다(Lee et al.,

2015). 연 평균 기온은 14.4 ℃, 연 평균 강수량은 1531 mm (1981-2010)

이며 기반암은 화강암 또는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토양질은 사양토

(sandy loam)나 식양토(clay loam) 인 경우가 많다(박재현 et al, 2000).

계류수의 수질과 pCO를 측정하기 위해 A1 지점(35.031913 N,

127.605139 E , 그림 1)에 pCO 센서, 형광용존유기탄소(FDOM) 센서를

설치하였다. A1 지점 수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되는 곳으로서

A1 유역 내의, A1 지점보다 약 100 m 상류이면서 전원 공급이 용이한

A2 지점(35.031486 N, 127.603946 E, 그림 1)의 인근 토양(riparian zone)

을 선정하여 토양 기체 포집기(soil CO chamber)를 10, 20, 40, 50 cm

깊이에 각각 설치하고 깊이 당 36분 간격으로 토양 pCO를 측정하였다.

토양 기체 포집기의 설치 위치에 따른 토양 CO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

해 40 cm 깊이에 대해서는 두 지점에 토양 기체 포집기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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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라남도 광양에 위치한 연구 대상지 유역 (a)와 이를 더 확

대하여 본 (b), 이를 북동쪽 상공에서 바라 본 (c). 파란 선은 연구 유역

의 1차 및 2차 하천(A2 지점은 1차, A1은 2차), 빨간 선은 해당 하천의

유역 경계. 하천은 발원지인 A4에서 A1 방향으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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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냇물 pCO  및 수질 측정

계류수의 pCO를 측정하기 위해 멤브레인 밀봉 형식의 CO 센서

(mini CO , Pro-Oceanus, Canada, 측정범위: 0-10,000 ppmv)를 A1(그림

1)에 설치하고 매 1.6초 마다 하천 pCO를 측정하였다. 2016년 8월 3일

부터 2016년 9월 6일까지의 데이터의 평균은, 나머지 기간 데이터의 평

균인 893 ppmv보다 3.9σ 높은 3687 ppmv로 특별히 높은 값을 보였는

데. 이때의 수치는 멤브레인에 유기물 막이 형성되어 pCO 측정치가 높

아진 것일 수 있어, 시계열 원자료 그래프에는 표시했으되, 그 외의 결과

값을 논할 때는 제하였다.

계류수 pCO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토양 내 CO 유입 외에도 수

체 내 DOC의 분해가 있기 때문에 DOC 농도를 연속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형광센서(Cyclops-7, Turner Designs, USA 측정법위: 0–1,000

ppb QSE)를 설치하여 수체의 형광유기물질 농도(FDOM, 단위: ppb

QSE)를 1초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FDOM는 수체 내 탁도와 온도에 의

해 영향 받기 때문에 탁도와 온도 변화가 FDOM에 미치는 영향을 보정

하기 위해 탁도 센서(Cyclops-7, Turner Designs, USA)와 온도 센서

(HOBO U12, Onset Computer Corporation, USA)를 설치하였고, 다음

식(3)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Lee et al., 2015). 다만 센서 오작동으로 비

정상적으로 탁도가 높게 관측된 8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의 탁도 데이터

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의 FDOM은 온도 보정만 실시

하였다.

FDOM=[FDOM /[1+ρ(T-20)]]/r (3)

여기서 FDOM20,p (ppb QSE)는 수온 20 ℃, 탁도 0 NTU일 때 수

체의 FDOM이고, FDOM (ppb QSE)은 센서가 측정한 raw데이터, ρ

(℃ )는 온도계수, r (ppb QSE/ppb QSE)는 FDOM을 G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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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를 거친 뒤 수체의 형광물질농도(FDOM)로 나눠준 값이다.

FDOM는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실측값(FDOM , ppb QSE)을

20℃에서 예상되는 값으로 변환해줄 필요가 있다. FDOM은 탁도의 변화

에도 값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온도(T ,℃)에 대해 보정된 값을 한 번

더 r로 나누어, 탁도가 0일 때 기대되는 값(FDOM)으로 변환

해 주어야 한다. 사용된 센서의 경우 측정된 탁도 x (NTU)에 대해 r

은 0.82*exp(-0.005x)+0.18, 온도 계수 ρ(℃ )는 –0.017로 계산

되었다(Lee et al., 2015).

FDOM 센서는 0.5 M 황산 용액 1 L에 Quinine sulfate dihydrates

1.21 g을 넣어서 만든 1000 mg/L Quinine sulfate 용액을 희석 및 사용

하여 보정하였고, 탁도 센서는 1000 NTU 포마진 용액을 희석한 용액으

로 보정하였다.

센서를 이용한 현장 측정 외에도 매주 월요일 A1 지점에서 1L씩 채

취한 시냇물을 학술림 관리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실험실에서 DOC

농도와, pCO를 추정하기 위한 알칼리도를 Gran titration 방법으로 측정

하였다. 센서로 측정한 FDOM과 DOC 농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그림 2).



그림 2. 실험실에서 측정한 DOC 농도와 현장에서 센서로 측정한

뒤 보정된 FDOM 간의 상관관계.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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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양 pCO  측정

토양 내부 기체의 pCO를 측정하기 위해서 토양기체분배기를 사용

하였다. 토양기체분배기는 토양 공기를 깊이별로 구분하여 획득하게 해

주는 솔레노이드 밸브와 공기를 순환시키는 소형 펌프로 구성돼 있다.

이에 더하여 공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주는 적외선 가스 분석기

(Infrared gas analyzer, IRGA)와 IRGA(LI-840, Li-Cor, USA)에서 얻은

데이터를 저장해 주는 데이터로거(CR1000, Campbell Scientific, USA)가

있다. 이들을 합쳐 하나의 ‘토양기체분석기’를 구성했으며 이를 계류수가

흐르는 A2 지점(그림 1)에서 옆으로 약 5 m 떨어진 토양에 설치하였다.

LI-840은 설치 시와 약 1년 뒤에 1회씩 CO 스탠다드 가스 501 ppmv

와 2007 ppmv를 이용해 보정해주었다.

토양 속 공기를 뽑아내기 위하여 위쪽을 실리콘 마개로 막은 PVC

파이프(직경 7.3cm, 높이 19cm)를 각 깊이별로 파묻었다(그림 3). 토양분

석기 파이프 내부의 공기는 실리콘 마개를 뚫어서 통과 및 고정시킨 튜

브(Bev-A-Line IV OD 1/4inch, Cole-Parmer, USA)를 따라 이동하며

IRGA로 들어가기 전 Gelman filter(Acro 50 vent filter, pore size 1μm,

Pall, USA)를 거치도록 하여 IGRA 내부로의 먼지 유입을 최소화하였다.

토양 공기는 총 다섯 개의 깊이마다 36분 주기로 토양기체분석기 내

부를 순환하도록 조치하였다(그림 4). 깊이는 각각 10cm, 20cm, 40cm,

40cm(반복, 이하 40cm’), 50cm 로 40cm’는 같은 깊이(40cm)에 대하여

위치에 의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깊이이다. 하나의 깊

이 당 4분 30초 동안의 측정 시간을 가지며 각 깊이별 토양 공기 간에

섞임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4분 30초가 지난 뒤에는 1분 30

초 동안 대기 중 공기를 흡입하여 토양기체분배기 내부의 CO를 대기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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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RA를 통과한 공기들은 원래 흡입됐던 곳으로 다시 배출되며,

IRGA에서 전달된 전기 신호(1Hz)는 데이터 로거에서 1분치를 분석하여

그 평균값(60개의 평균)이 저장되도록 하였다.

그림 3. A2 지점 인근 토양에 설치한 토양기체분석기.



그림 4. 토양기체분석기 개념도. 토양 내부 공기는 토양분석기로

빨아들여진 뒤 IRGA를 통과한 뒤 다시 토양내부로 돌려보내진다.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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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위적 CO  유출 실험

상류에 유입된 CO가 실제 하류로 도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냇

물에 직접 CO 주입하여 인위적으로 수체 pCO를 높인 후 얼마나 유지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했다.

하천으로의 CO 주입은 연구 대상지의 상류인 A2 지점에서 이루어

졌다. A2 지점의 시냇물에 CO를 주입하기 위해 순도 99.999 % 탄산가

스를 4.3 L 들이 휴대용 가스 실린더(DE0002202, Catalina Cylinders,

USA) 2개에 각각 약 500 psi까지 채워서 현장으로 운반했다. 운반된 탄

산가스는 실린더 밸브를 적정 수준 열어 직접 제작한 호스를 통하여 실

린더에서 수체 안쪽(물의 가장 밑바닥)으로 기포 발생기를 통해 공급하

였다. 한 통을 다 쓰면 다음 한 통을 쓰는 식으로 두 통에 든 CO를 모

두 소진하는 데에는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A2 지점에 인위적으로 유입된 CO가 실제 수체의 pCO를 높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A2 지점에 설치해 둔 멤브레인 밀봉 방식의 CO 센서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해당 센서는 대기 pCO를 재는 시중의 센서

(GMT222, Vaisala, 핀란드)에 물은 막으면서 공기는 통과시키는 테플론

튜브(PTFE tubing, International polymer engineering, USA)를 덧씌워

제작하였다(Johnson et al., 2010).

A2로 유입된 CO가 하류로까지 도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

류인 A1 지점에 원래 설치돼 있던 pCO 센서(Mini CO , Pro oceanus,

캐나다)의 측정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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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OC 배양 실험

시냇물 CO는 물속 유기물의 분해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취한 하천수를 대상으로 배양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5

월 12일에 A1, A3 (삼나무 숲), A4 (발원지) 지점에서 채취한 시냇물을

이용하였다.

시냇물 시료는 지점 당 3개의 중복을 두고 400℃에서 미리 태운 300

ml 유리병에 가득 담아 30시간 내에 아이스박스에 담겨 실험실로 운반

됐다. 운반된 시료는 곧바로 각각 30 ml씩을 덜어내 0.7 μm GF/F 필터

를 통과시킨 뒤 미리 준비해 둔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했다. 30 ml 를

덜어내고 남은 시료는 병 입구를 알루미늄 호일로 느슨하게 덮어 인큐베

이터 안에서 바람에 의한 증발은 최소화하면서 병 안으로 산소는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큐베이터 내부 온도는 DOC 분해의 최대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의 연중 최고치 수온보다 5℃ 이상 높은 30℃로 설

정하였다. 빛에 의해서도 유기물이 분해될 수 있으나, 미생물에 의한 분

해 효과만 알 수 있도록 배양기 내부는 빛을 차단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시료에 따로 미생물(inoculum)을 주입하지 않았으며 원래 시료 내부에

존재했을 미생물에 의해서만 분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배양이 시작된 후에는 분해 가능한 유기물의 대부분이 3일 이내에

분해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배양 후 24시간(1일 차), 배양 후 48시간(2일

차), 배양 후 120시간(5일 차)에 각각 처음과 동일하게 모든 시료로부터

30ml 씩을 뽑아내 GF/F 필터를 통과시킨 뒤 냉장 보관하였다.

냉장 보관된 시료들은 TOC-Vcph (시마쯔, 일본) 총 유기탄소 분석

기를 이용하여 마지막 5일 차 실험 종료 직후 DOC 농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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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토의

1. 시냇물 pCO  변화

시냇물 pCO는 여름철과 몇몇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1000 μ

atm 이하의 낮은 값을 유지했다(그림 5). 강우에 의한 pCO 증감 효과

는 시계열 그래프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눈에 띄게 관찰 가

능했던 것은 큰 비가 내렸을 시에 순간적으로 pCO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pCO가 높은 수치를 보이는 날은 대부분 비가

오지 않았다. 이로부터 시냇물 속 CO가 대기가 아닌 토양으로부터 유

래됐을 수 있으며, 강우 강도가 높은 비가 내릴 때에는 시냇물이 희석돼

pCO가 낮아짐을 유추할 수 있다.

시냇물 pCO가 가장 높았던 달은 온도가 가장 높은 7-9월이었다(그

림 5). 미생물과 식생, 조류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여름에 모든

CO 공급원으로부터 시냇물로 CO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1) 연중 변화

북문골 유역의 시냇물 pCO는 연중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기온

(수온)이 낮고 식생의 활동이 거의 잦아드는 동절기 즉 12월-3월에는 거

의 대부분 600 μatm 이하의 값을 나타냈고, 기온이 가장 낮은 1, 2월 중

에는 pCO 값이 대기 pCO (약 400 μatm)보다 낮은 경우가 있어서 하

천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원이 아닌 미약하나마 흡수원으로 작용하기도 했

다(그림 5). 이는 1, 2월뿐 아니라 4월까지 관찰 가능한 현상이었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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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온이 가장 높은 여름 기간(7-9월)에는 시냇물 pCO가 시간의 흐

름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높아지기도 하는 동시에 낮아지기도 하

는 모습이 관찰됐다(그림 5). 그러나 이는 물속 생물체의 번성으로 인해

센서가 시냇물의 pCO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8월에 시료를 통하여 계산한 시냇물의 pCO는 센서로 측정한 pCO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는데(그림 5) 이는 조류와 같은 생물체가 센서의 멤

브레인에 붙어서 센서 내 CO 농도를 높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17년2016년

m
m

/hour  또
는

°C
pp

m
v

그림 5.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A1 계류수 pCO 변화. 중간 중간 누락된 데이터는 전원이 끊겼기

때문. 수온 그래프의 y축은 오른쪽에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높아짐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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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루 동안의 변화 (갈수기)

시냇물의 pCO는 하루 동안에도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소폭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6). 여름에는 그 변화폭이 겨울에 비해

큰 것으로 관찰됐다(그림 7). 하루 단위로 봤을 때 수온이 가장 높은 즉

광량이 가장 풍부한 낮 시간에 pCO가 최저치를 기록했고 수온이 가장

낮은 즉 광량이 거의 없는 밤 시간에 가장 높은 pCO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그림 6, 그림 7), 수체 내 생물의 광합성 유무가 시냇물 pCO의 하

루 단위 행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6과 그림 7을 비교해 보면 pCO 변화가 수온 변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4월의 경우 3-5 ℃ 의 수온 일교차에

서 100-200 μatm 정도의 pCO 일교차가 발생하지만, 7월의 경우 2 ℃

정도의 수온 일교차에서 200-300의 pCO 일교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6, 그림 7). 즉 온도차에만 의해서라면 더 적게 발생했어야 할 7월

pCO 일교차가, 4월 pCO 일교차보다 더 큰 것은, 시냇물의 pCO 일교

차가 수체 내 생물 광합성에 영향 받았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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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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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그림 6. 측정 기간 중 대표적 갈수기였던 2017년 4월 9일부터 4월 21일까지의 시냇물 pCO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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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16년 7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의 시냇물 pCO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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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우 시

시냇물의 pCO는 강우 직전과 비교하여 강우 직후에 대체로 그 값

이 줄어들었으나 강우 직후에 오히려 강우 직전보다 pCO가 증가하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그림 5). 따라서 이를 정량적으로 확인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수 직후 pCO 증감 비율 %와 강우 강도를 산

점도로 표시해보았다(그림 8).

강우 사상으로 인하여 시냇물의 pCO가 줄어들 것인지 또는 늘어날

것인지는 강우 강도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8에서,

강수 직후 pCO 증감 비율 % = (R/R – 1)*100 (4)

강우 강도 mm/hour = P/T (5)

로 정의된다.

여기서 R는 강수 종료 직후 1시간의 시냇물 pCO 평균(μatm)을, R

는 강수 시작 직전 1시간의 시냇물 pCO 평균(μatm)을 나타낸다. 강우

강도에서 P는 하나의 강수 사상의 총 강수량(mm)을, T는 하나의 강수

사상이 지속됐던 시간(hour)을 가리킨다. 그림 8에는 P가 1mm 이상인

강수 사상만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강우 강도가 약 1.5 mm/hour 이하인 경우에는 시냇물

pCO가 강우 직전보다 그 값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으나, 강우

강도가 약 2 mm/hour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강우 직전보다

pCO가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8). 즉 강우량이 많아질수

록 단기간에는 그로 인한 시냇물 pCO 희석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애초에 시냇물 pCO가 높지 않은 겨울철에는 여름이나 봄, 가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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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시 pCO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8). 이

와는 반대로 pCO가 더 높은 여름철에는 같은 강우 강도 하에서 겨울철

보다 강우 시 pCO가 변하는 경우 그 변화폭이 더 컸다(그림 8). 이는

강수에 의해 pCO가 높은 매체에 있던 CO가 빗물에 녹아든 뒤 시냇물

로 유입돼 시냇물의 pCO를 높였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빗

물의 pCO는 대기 중 pCO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Bogan et

al., 2009) 시냇물로 유입된 CO는 빗물이 아닌 pCO가 높은 공급원인

토양으로부터 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의 방법으로 시냇물 pCO에 대한 강수의 즉각적인 영향을 살펴

볼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영향를 살피는 데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강

수에 의한 시냇물 pCO 변화는 초반엔 지표유출에 의한 영향을 주로 받

지만 지표유출이 끝난 뒤에는 지표하유출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연 시간, 즉 빗물이 pCO가 높은 토양 내

부로 스며든 뒤 CO를 용해시켜 지상이 아닌 지하(hyporheic zone)를

통해 시냇물로 유입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후에 계산해 볼 필요가 있

다.

지연 시간과 관련하여, 시냇물의 pCO 변화 중 그림 9와 같이 갑작

스러우면서 그러나 지속적이지는 않은 CO의 유입이 관찰되었다. 이런

현상들의 특징은 많은 경우(총 13 번 중 12 번) 6시간에서 48시간 전에

강수 사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A1 유역에 강수가 발생한 뒤 적어도

48시간 안에는 A1 지점 시냇물의 CO 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그

이후 다시 가파르게 떨어져 이전 값으로 안정화되었다. 이러한 pCO 증

감의 형상은 다음 3장 5절에서 다룰 인위적 CO 주입 실험 시 pCO 증

감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였다. 즉 A1 지점에 순간적으로 유입하여 시냇

물의 pCO를 높인 다량의 CO는 일정량의 강수가 CO 농도가 높은 곳

에서 CO를 시냇물로 이송시킨 결과물일 가능성이 있다.



그림 8. 강수 사상 중 총 강수량이 1 mm 이상이었던 강수 사상을 대

상으로, 강수 사상의 강우 강도와 강수 직후 강수 직전 대비 시냇물의

pCO 증감율을 표시한 산점도. 2016년 연구 대상지에는 동절기인 12월에

도 이례적으로 큰 비가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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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냇물 pCO의 순간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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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센서 측정 pCO와 시료 알칼리도로 계산된 pCO의 비

교

센서로 측정된 시냇물 pCO와, 일주일마다 채취한 시료의 알칼리도

와 pH를 이용하여 계산된 pCO가 서로 잘 들어맞는다고 볼 수는 없었

고(slope = 0,33, R=0.08, 그림 10),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로 수체 내 생물 호흡에 의한 교란이다. 여름철 온도가 높고 특

히 2016년처럼 예년에 비해 비가 아주 적게 내려 유량이 많지 않은 경우

수체에 조류를 포함한 여러 생물체들 번성하기 쉽다. 이들은 수체 안에

설치돼 있는 pCO의 멤브레인에도 들러붙어 호흡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

다. 이때 발생하는 CO가 센서에 포착되어 센서의 측정치가 수체의

pCO를 대변하지 못하고 과다추정 될 위험이 발생한다.

둘째, 시냇물 시료의 알칼리도와 pH 측정을 통해 계산된 pCO는

pH와 알칼리도에 의한 DIC 분배가 평형에 이르렀을 경우를 가정하기

때문에 실시간 현장 값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

료를 채취한 후 실험실로 옮겨 오는 동안 용기 바깥으로의 CO 손실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실험실로 옮겨 온 뒤 진공 필터링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양의 CO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0.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센서로 측정한 시냇물의

pCO와 일주일마다 시료를 분석하여 계산한 pCO의 관계도(slope=0.33,

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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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냇물 수질 변화

FDOM(형광유기물질의 농도, 단위: ppb QSE)의 경우 강우에 의한

영향을 매우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가 잦고 수온이 높은 6, 7

월에 평소보다 높은 FDOM 관찰된 것으로 보아 계절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1). 예를 들어 12월에 2016년 중 가장 큰 시간

당 강우 강도의 비(41 mm/hour)가 내렸음에도 당시의 FDOM 최대 증

가폭은 약 6 ppb QSE였던 데 반해 6월에는 강우 강도가 약 1/3임에도

불구하고 FDOM 증가폭이 약 6 ppb QSE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그림

11). 이는 온도가 낮은 동절기보다 온도가 높은 하절기에 토양 내에서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져 센서에 반응하는 휴믹 물질이 더 많이 생성돼

강우 시 시냇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강수량이 많았던 6월 말

7월 초에는 탁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그림 12) 토사와 함께 그 안에 포

함돼 있던 유기물이 다량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수체의 pCO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FDOM과 시냇물 pCO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었

다(slope=-13.2, R=0.00). 즉 1, 2차 하천에서는 FDOM 농도를 가지고는

수체의 pCO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냇물의 탁도는 측정 기간 내 거의 대부분 6 NTU (nephelometric

turbidity units) 이하로 수체 중 부유입자의 농도가 낮은 것으로 관측됐

다(그림 12). 탁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FDOM과 마찬가지로 강

수 사상이었다(그림 12). 강우 강도가 셀수록 또는 총 강우량이 많을수

록 탁도 역시 높아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시냇물의 온도는 여름인 7, 8월에 가장 높았고 겨울인 1, 2월에 가장

낮았다. 하루 일교차는 가장 커도 5 를 넘지 않았다. 시냇물 온도와 시냇

물 pCO 간에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slope=134, p

< 0.01). 특징적인 것으로, 수온 15 °C를 기점으로 그보다 낮은 수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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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CO 변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그보다 높은 수온에서는 pCO

베이스라인이 높아짐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 커다란 변이가 발생함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즉 시냇물에서 대기로의 CO 교환이 활발한 때는 수온

이 낮은 겨울철보다는 수온이 높고 유량도 많을 여름철일 가능성이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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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 간 수온 및 시간 당 강수량과 함께 표시한 시냇물의 FDOM

변화. 비정상적인 탁도 수치가 관측됐던 8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는 FDOM에 대하여 온도 보정만 실시했다.

- 29 -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0

10

20

30

40

50

60

70

80

강수량

수온

탁도

m
m

/hour  또
는

°C
NT

U

2017년2016년

그림 12.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 간 수온 및 시간 당 강수량과 함께 표시한 시냇물의 탁도

변화. 비정상 수치가 관측됐던 8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의 탁도 값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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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양 pCO  변화

토양 내부 pCO는 깊이별로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됐

고(p<0.01, 그림 13), 같은 40 cm 깊이라 할지라도 위치가 다를 경우 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p<0.01), 깊이뿐 아

니라 지점의 차이에 의한 영향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3, 그

림 14). 대체적으로 토양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토양 pCO 역시 증가하

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으나 앞서 말한 대로 측정 위치에 의한 차이가

깊이에 의한 차이를 상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림 13, 그림 14).

또한 pCO의 크기순으로 정렬한 깊이의 순서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계

속 바뀌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었다(그림 13).

토양 pCO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강우인 것으로 판

단된다(그림 15, 그림 16). 비가 온 직후엔 전 깊이에서 토양 pCO가 증

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비가 멈춘 후에는 그보다 완만히 pCO가 하락하

였다(그림 15).

그림 16에서,

강수 직후 pCO 증감 비율 % = (R/R – 1)*100 (6)

강우 강도 mm/hour = P/T (7)

로 정의된다.

여기서 R는 강수 종료 직후에 측정된 50 cm 토양 pCO (μatm)을,

R는 강수 시작 직전 토양의 50cm pCO (μatm)을 나타낸다. 강우 강도

에서 P는 하나의 강수 사상의 총 강수량(mm)을, T는 하나의 강수 사상

이 지속됐던 시간(hour)을 가리킨다. 그림 16에는 P가 1mm 이상인 강

수 사상만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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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pCO는 총 강수량이 1mm 이상인 모든 강우 사상에 대해서 강

우 직전보다 강우 직후에 토양 pCO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양의 증

감 %, 그림 16). 또한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같은 강우 강도에 대해

pCO 증감폭의 변이가 더 컸다(그림 16).

강우 외에 기온 역시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보이지만 비가 거의 오

지 않았던 7월엔, 기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pCO 떨어지는 모

습을 보이기도 해서(그림 13) 강우만큼 그 효과가 전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봄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또는 가을에서 겨울로 갈수록

pCO가 서서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그림 15) 기온과 토

양 pCO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므로(p<0.01,

slope=213, R=0.38), 큰 시간 단위에서 기온이 토양 pCO 밀접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토양 온도가 아

닌 기온을 사용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이는 하절기의 강수 사상과 동절기의 강수 사상 비교해 보아도 확인

가능하다. 1, 2월의 경우 비가 와도 토양 pCO의 증가폭은 그리 큰 편이

아니지만 5월이나 7월의 경우 강우 강도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강우 시

토양 pCO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13, 그

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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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A2 지점 인근 토양의 깊이별(각각 10, 20, 40, 40’, 50 cm) 토양 pCO와 시간당

강수량. 자료가 연속적이지 않은 부분은 전원 공급이 차단되거나 측정 오류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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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상자 수염 그림으로 나타낸 A2 지점 인근 토양

의 (a)전 기간과 (b) 여름철(6, 7, 9월)의 깊이별 pCO . 상자

안의 실선은 중간값을, 수염의 양끝은 최소값과 최대값을 나

타내고 상자 안쪽의 왼쪽은 중간값에서부터 하위 25% 오른

쪽은 중간값에서부터 상위 25%까지를 나타낸다. 파란 선은

각 깊이 pCO의 전체 평균값을 이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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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대기 온도, 시간 강수량과 함께 도시한 깊이별 토양 pCO의 연간 변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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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총 강수량이 1 mm/hour 이상이었던 강수 사상을 대

상으로, 강우 강도와 강수 직후 강수 직전 대비 토양의 pCO 증감

율을 표시한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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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류 CO 의 하류로의 도달 가능성

실제 상류에서 유입된 CO가 하류로 도달하게 되는지 확인해보는

실험을 수행한 결과, 농도 변화 측정으로는 주입된 상류의 CO가 하류

까지 도달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탄산 주입을 시작한 뒤 수체의 pCO는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주입을 멈추고 난 뒤 다시 센서의 측정 한계치인 10,000 ppm 까지 도달

하는 데에는 약 2시간 1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그림 17).

10,000 ppm에서, 시작 시점 pCO의 110% 즉 1,430 ppm까지 떨어지

는 데에는 약 9시간 2분의 시간이 걸렸다(그림 17). 그러나 해당 시간

동안 약 100 m 하류 지점인 A1에서의 시냇물 pCO는 거의 아무런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17).

이로 미루어 볼 때 하천의 상류에서 유입된 CO는 매우 빠른 속도

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며 이에 따라 하류에 유입되는 시냇물의 pCO는

출발지점에서의 pCO보다 하류 pCO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낮아

진 상태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류, 예를 들어 A1 지점에서 높은

농도의 시냇물 pCO가 관찰될 때의 물속 CO는 상류, 즉 A2가 아닌

A1 지점 주변 토양에서 유입됐을 수 있다.

이는 하천의 한 지점에서 측정한 pCO만으로는 해당 하천의 전체

CO 배출량을 산정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뜻한다. 토양 깊은 곳에 있던

물이라도 지표로 유출되면 가지고 있던 CO를 빠르게 대기로 방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천의 상류부터 하류까지의 pCO 변화를 파악할 필요

가 있다.



그림 17. A2 지점에 CO를 주입한 후 약 10 시간에 걸쳐

측정된 (a) 상류인 A2와 (b) 하류인 A1 지점 시냇물의 pCO .

빨간 선은 주입이 끝난 시점. 센서의 공식 최대 측정 한계가

10,000 ppmv여서 그 이상은 표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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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  공급원으로서의 DOC 분해

계류수 pCO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계류수 내 유기물 분해로 인한

수체의 pCO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수체 내 유기물이 토양과

주변 식생으로부터 유입된 뒤 재빠른 분해 과정을 거친다면 그로 인해

수체의 pCO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5일 동안의 배양 실험 결과, 수체 내 DOC는 거의 분해되지 않고 여

전히 물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18). 조사 시냇물의 가장

상류에서 채취한 시료는 초기 DOC 농도가 약 0.22 mg/L 이었고 배양

하루 뒤의 농도는 0.27 mg/L 로 소폭 증가했으나 오차 범위 이내의 값

이었다(그림 18). 5일 차 배양액의 DOC 농도는 처음과 거의 동일한 수

준이었다(p=0.74, 그림 18). A3(삼나무 숲 시냇물)의 경우 발원지보다 처

음 DOC 농도가 더 높은 0.85 mg/L였으나 이 역시 5일의 배양 실험 후

에도 농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p=0.59, 그림 18). A1 지점은 A2 부

근의 시료보다 DOC 농도가 약간 낮은 0.77 mg/L 였고 5일의 배양 실험

결과는 앞의 두 시료와 동일하게 DOC 농도에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9, 그림 18).

이로써 연구가 진행된 유역의 경우 수체의 DOC는 적어도 미생물에

는 분해가 잘 되지 않는 화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로 인해 수체의

pCO가 DOC의 분해로 발생한 CO로 인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은 적

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 실험은 봄철의 시료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

에 DOC 농도가 높고 특성이 다를 수 있는 여름철 시료에 대해서 보완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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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1차 하천인 (a) A4와 (b) A3 그리고 하류의 2차 하천인 (c) A1 지점 물 시료의 배양 시간에 따

른 DOC 농도 변화. 점은 평균값, 막대는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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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림 소유역 시냇물 CO 의 기원

시냇물 pCO는 대기 pCO보다 높은 것으로 세계 각지에서 다수 보

고되었다(Abril et al., 2015; Lauerwald et al., 2015). 백운산 남부학술림

에서 이뤄진 이번 연구에서도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대기

(400 μatm)보다는 높은 pCO를 유지하였다(그림 19).

시냇물 내 CO는 토양 내 호흡의 결과로 발생한 CO의 유입과 수

체 내 DOC, 입자성유기탄소(particulate organic matter), 그리고 수체 바

닥의 유기물 분해로 생성될 수 있다. 연중 수체의 pCO , FDOM, 토양의

pCO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사실 찾을 수 있다. 첫째 거의 대부분의

경우, 수체의 pCO는 토양 pCO에 비하여 그 값이 낮다는 점이다(그림

19). 즉 강우 시 유역 내 토양이 시냇물 CO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토양의 깊이와 관계없이 유역

내 대부분 깊이의 토양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인다. pCO가 가장 낮은

10 cm 토양 깊이라 하더라도 많은 경우 시냇물 pCO보다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림 19). 동시간대의 토양 pCO와 시냇물 pCO

를 비교했을 시에는 아주 큰 상관성은 아니었음에도 서로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slople=0.059, R=0.07, p<0.01). 이로부터 토양

내 CO가 시냇물 CO의 공급원일 수 있지만 둘을 매개하는 또 다른 중

요한 변수의 존재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둘째 수체의 pCO는 평소에는 베이스라인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높아진 뒤 다시 베이스라인을 찾아가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림 19). 이는 수체의 pCO를 높이는 요소가 어떤 연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보다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제

시한다. 우리가 측정한 요인 중에 불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는 강우

사상이다. 즉 수체의 pCO는 강우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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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조류의 급격한 번성과 쇠퇴 역시 여름철의 일적 요인이긴 하지만

불연속적 요인일 수 있으므로 이것이 수체 pCO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추후에 정량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한여름 시료는 아니지만, 적어도 5월의 봄철 수체 DOC는 시냇

물 pCO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9). 연

구지 시냇물은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DOC 농도가 1

mg/L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BDOC의 극적인 증가를 기대하

기 어렵다. 따라서 시냇물 CO의 기원은 DOC가 아닌 토양 내 CO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앞으로 DOC의 광분해 가능성과, POC나 하천 내

퇴적물의 생물 및 광분해 가능성을 더 조사해봐야 할 것이다.

넷째, 비가 오지 않을 때의 시냇물 pCO가 토양 pCO보다 대부분

큰 차이로 낮다는 점이다(그림 19). 이는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A1 지

점으로 hyporheic zone을 통한 토양수의 직접적인 유입이 적기 때문이며

상류에서 흘러오는 지표수 역시 토양 깊은 곳에서 나왔다하더라도 오는

도중에 대기와의 CO 교환을 통해 이미 CO 농도가 낮아진 상태로 유

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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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총 연구 기간에 걸친 시냇물 pCO , 10cm와 50cm 깊이의 토양 pCO , 시냇물 FDOM, 수온과 강수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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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시냇물 즉 1차 및 2차 소하천 속 CO의 기원을 알기 위해 2016년

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시냇물의 pCO와 FDOM 그리고 하천에서 약 5

m 떨어진 토양의 깊이별 pCO를 측정하였다.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토

양과 시냇물의 연중 pCO 변동을 분 단위 또는 초 단위의 해상력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시냇물과 토양의 pCO가 모두 강수 사상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아마도 강수가 토양 속 CO를

시냇물로 이송시키는 운반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1차 및 2차 하천 내 DOC는, 한여름 DOC 시료를 분석하지는 못했지

만, 평상시 유기물의 농도가 낮고 분해 가능한 용존유기탄소 함량이 매

우 낮은 것으로 조사돼, 시냇물의 pCO를 평상시 이상으로 높이지 못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산림 소유역 시냇물의 CO , 특히 급작스럽게

pCO가 높아질 때의 CO는 대부분이 토양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된

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전원이 필요한 센서

를 이용했기 때문에 전원이 차단되었던 한여름의 토양 pCO 자료가 누

락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수체 내 생물체가 센

서 주변에 번성해서 8월 하천 pCO 데이터가 과다 측정됐을 수 있다.

열대우림이나 피트랜드 지형에서의 1,2 차 하천은 상류일수록 pCO

가 높고 하류보다 k 값이 높기 때문에 대기와의 CO 교환이 빠른 속도

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Dinsmore et al, 2013; Johnson et

al, 2008). 따라서 낮은 시간 해상력의 시료 채취 또는 한 군데에서의

pCO 센서 측정만으로는 시냇물 전체의 시냇물-대기 간 CO 교환 플럭

스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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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온대 몬순기후 지방에서도 시냇물 1,2 차 하천 pCO의 시공간적

변이가 클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시냇물과 대기 간 정확한 연중 CO

교환량을 추정하기 위해 시공간적으로 촘촘한 pCO 관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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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rge amount of carbon dioxide evades from small forest

streams into the atmosphere globally. However, the sources of the

cabon dioxide in streams has been rarely identified. I measured the

pCO of a small forest stream and soil pCO adjacent to the stream

from Apr 2016 to May 2017 with high time-resolu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sources of carbon dioxide in the forest stream. I also

examined the possibility of decomposition of dissolved organic matter

as a source of high carbon dioxide in the stream using incubation

experiments. The evasion of artificially elevated stream pCO was

also investigated. Stream pCO only increased in warm seasons when

soil pCO was visibly high, up to a few orders of magnitude higher

than stream pCO , while both stream and soil pCO were near to

the base line in winter. The amount and intensity of precipitation

appear to be important for dynamics of the pCO of stream and soil.

The carbon dioxide once provided into the stream evaded fast and

dissolved organic matter in the stream decomposed scarcely, which

suggested that carbon dioxide in the small forest stream were

probably transported from soils after precipitation rather than

originated from decomposition of dissolved organic matter in the

water. However, future studies are needed on the possibility of

increased stream pCO due to the decomposition of particulate organic

carbon or stream sediments or to photodissociation of organic matter.

It would be necessary to measure the stream pCO with high

spatiotemporal resolution in order to accurately estimate stream CO

evasion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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