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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의 시냇물과 강물
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 여기에는 수초, 곤
충, 물고기와 같은 생물과 주변에서 흘러 들어온 
낙엽, 나뭇가지, 흙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

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생물에
서 유래된 유기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유기물질 
중 입자의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의 약 1/100보
다 작아서(정확히는 0.45㎛ – 0.70㎛ 이하)미세

사진출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생지화학 연구실
<그림 1>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백운산 산림유역의 시냇물. 시냇물의 성분은 강수량과 강수 강도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다.

a) 2014년 태풍 나크리가 오기 전 b) 태풍 나크리 당시

1) 글은 E.-J. Lee, G.-Y. Yoo, Y. Jeong, K.-U. Kim, J.-H. Park, and N.-H. Oh, Comparison of UV–
VIS and FDOM sensors for in situ monitoring of stream DOC concentrations , Biogeosciences, 12, 
3109-3118,  2015를 일부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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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과지를 통과하는 물질을 용존유기물질(dis-
solved organic carbon: DOC)이라 한다.

2. 왜 DOC에 관심을 갖는가? 

시냇물과 강물에 포함된 DOC는 수생물의 먹이
로 쓰일 수 있고,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으로부터 
수생태계를 보호하는 반면, 물 속 DOC의 농도가 
높아지면 수돗물 정수 처리 과정 중에 트리할로메
탄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하기도 한다. 또한 수
체 내 중금속의 동태에도 흡착을 통해 많은 영향
을 줄 수 있기 때문에 DOC는 수질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로 이용된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DOC가 탄소의 화합물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
련된 탄소순환의 측면에서 강과 시냇물에 포함된 
DOC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 특성을 밝히려
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 DOC의 양을 어떻게 
    측정할까?

물 속 DOC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된 방법은, 연구지에서 직접 물 시료를 채취
하고 실험실로 갖고 온 후 높은 온도(약 680도), 
자외선, 또는 산화제 등을 써서 DOC를 모두 CO2

로 산화시킨 후 이렇게 발생된 CO2의 양을 표준물
질과 비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사
람의 손이 많이 가고 시료의 분석 비용이 상대적
으로 높기 때문에 매일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기
는 어렵고, 따라서 수체 내 DOC 농도가 자주 바
뀌는 곳에서는 이 방법으로 DOC의 자세한 동태
를 파악하기 어렵다. 여름철에 연강수량의 50% 
이상이 집중되고, 강수 시 유량의 일변화가 큰, 계
절풍 기후대에 속한 우리나라의 하천이 그렇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물 속 DOC의 양을 훨씬 
더 자주 측정 또는 추정할 수 있을까?

최근 광학센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물 속 DOC
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형광을 내는 특징
을 이용하여 수체 내 DOC 농도를 추정하기 위
해 두 가지 종류의 센서가 점차 널리 쓰이고 있
다. 자외선-가시광선(UV-VIS) 분광센서와 형광
용존유기물질(Fluorescent dissolved organic 
matter: FDOM) 센서가 그것이다. 그러나, 물 속 
DOC의 양을 추정하기 위해 각 센서가 단편적으
로 연구에 사용되었을 뿐, 두 종류 센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연구는 없었고, 우리는 실험실 내에
서의 실험과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시냇물에서의 
현장 측정을 통해 각 광학센서의 장점과 단점을 비
교하고 현장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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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시냇물에 설치된 UV-VIS
              센서(왼쪽 빨간색)와 FDOM 센서(오른쪽 검은색). 

출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생지화학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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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와 의미

두 종류 광학센서의 측정값은 물의 온도와 탁
도(물의 탁한 정도: turbidity)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실험실 내 실험을 통해 두 종류 센서
의 온도와 탁도에 따른 데이터 왜곡 정도를 검토
한 결과, FDOM 센서가 UV-VIS센서보다 온도와 
탁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DOC 농도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이 탑재된 
UV-VIS 센서는 온도에 별 영향이 없고 탁도 변
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종류 센서 모
두 온도와 탁도의 영향을 보정하여 DOC 농도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시냇물을 강우 시 매 1 
– 4 시간마다 채취하고 DOC 농도를 전통적인 방
법(680도 연소 촉매 산화법)으로 측정한 값과 위
의 두 종류 센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정된 
DOC 농도를 비교한 결과, 두 센서 모두 온도와 
탁도 보정 과정을 거치면 수체 내 DOC 농도를 비
교적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현장 측정 기간 동안의 시냇물 유량, 온도, 탁
도의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폭우 시 나타날 
수 있는 유량 증가와 외부 유기물질의 유입 등 수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센서에 미치는 영향을 모
두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조건의 실
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두 종류 센서 모
두 탁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체 내 DOC 농도 추정
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져 앞으로 이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하며, 이 센서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
(예: 탁도가 낮고 변화가 적은 곳)인지에 대해 현
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ㅇ
현장에서 측정되는 센서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원격 네트워크 구
축이 원활해지면서 센서 활용은 기존 환경과학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리고 있다. 센서의 보
정과 측정 방법을 통일하고 여러 네트워크 연구
지에서 실시간으로 환경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성과를 토대로 기후변
화 하에서의 환경변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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