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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opic compositions of precipitation have been used to understand moisture transport in the atmosphere and

interactions between precipitation and groundwater. Isotopic compositions of speleothems and ice cores, so called,

‘‘paleoarchives’’, can be utilized to interpret climate of the past and global circulation models (GCMs). The GCMs

are able to explain the paleoarchives, can be validated by the precipitation isotopes. The developments of stable iso-

tope analyzers make high-resolution isotopic studies feasible. Therefore, a high-resolution study of precipitation iso-

topes is needed. For this study, precipitation samples were collected for every 5 to 15 minutes, depending on

precipitation rates, using an auto-sampler for precipitation isotopes near coastal area. The isotopic compositions of

precipitation range from -5.7‰ (-40.1‰) to -10.8‰ (-74.3‰) for oxygen (hydrogen). The slope of δ18O-δD dia-

gram for the whole period is 6.8, but that of each storm is 5.1, 4.2, 7.9 and 7.7, respectively. It indicates that evap-

oration occurred during the first two storms, while the latter two storm did not experience any evaporation. The

isotopic fractionations of precipitation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water cycle and high-resolution data of

precipitation isotopes will be needed for the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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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의 산소 및 수소안정동위원소는 물순환 연구에서 수분의 이동 및 강우와 지하수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에 사용되어 왔다. 종유석 및 빙하의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하여 과거의 기후 및 기상을 이해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으

며, 이러한 과거지시자를 설명하기 위한 전지구순환모델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동위원소 분석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보다 고해상도 연구가 점차 가능해 지고 있으며, 강우안정동위원소 역시 고해상도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해안에서 강우안정동위원소의 변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자동시료채취장치를 개발하여 강

우량에 따라 5-15분 간격으로 강우시료를 채취하였다. 강우동위원소의 변동은 연구기간동안 최대 -5.7(-40.1)‰, 최소

-10.8(-74.3)‰ 값을 보였으며, 연구기간동안 강우안정동위원소의 산소와 수소의 선형관계의 기울기는 6.8이며, 이를

강우사상으로 분리하면 각각 5.1, 4.2, 7.9, 7.7이다. 이는 첫 두 강우가 내리면서 증발이 일어났음을 지시하며, 시간

이 갈수록 증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정동위원소의 분화는 여러 물순환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앞으로 강우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할 때 강우의 고해상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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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물의 순환(water cycle 또는 hydrological cycle)에서

강우는 지하수를 충진시키거나 유출에 의해 하천에 영향

을 주기도 한다(Lee et al., 2003; Mayr et al., 2007).

물의 순환과정에서 이러한 강우의 이동과정을 추적하

기 위하여 강우의 안정동위원소(isotopic compositions

of precipitation)가 지난 반세기동안 이용되어 왔다

(Lee et al., 2010). 2000년대에 이르러 동위원소질량분

석기를 이용한 분석법은 전처리장비의 발전(H-device 및

gas bench)과 레이저분광법(laser based spectroscopy)

을 이용한 분석법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물안정동위원

소를 이용하여 물의 순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Gupta et

al., 2009; Iannone et al., 2010; Lee et al., 2013).

강우동위원소와 함께 수증기동위원소를 측정하여 물의

상변화(phase change) 및 이동(transport)에 대한 연구

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Frankenberg et al.,

2009). 국내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물안정동위원소의 분석법을 발전시키고 이를 이용한 다

양한 연구가 시도 중에 있다(Lee et al., 2013; Jung

et al., 2013).

특히, 강우의 안정동위원소는 국내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제주지역을 중심으로만 연구되어 왔다(Lee et

al., 1999; S. Lee et al., 1999; Lee et al., 2003).

강우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하여 강우의 근원이 되는 수

증기의 계절성(seaseonality)에 대한 연구와 강우안정동

위원소와 지하수 안정동위원소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

여 강우로부터 지하수로의 충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등이 진행되어 왔다(Lee et al., 2013). 물안정동

위원소는 두 수계에서의 혼합(mixing) 및 물의 기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용되어 왔다(Koh et al.,

2012). Lee et al. (1999)에서는 강우와 지하수의 안정

동위원소의 관계를 파악하여 제주 지역에서 주로 여름

에 지하수가 강우에 의해 충진된다는 결론을 보고하였

다. Lee et al. (2003)의 연구에서는 동위원소의 계절

적변동성을 해석하여 제주지역의 수증기의 기원에 대

하여 보고하였다.

동위원소수문분리법(isotopic hydrograph separation)

을 이용하여 강우와 지하수가 하천에 기여하는 비율을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다. Lee et al. (2013)의 연구

에서는 새로운 물(new water)인 강우의 동위원소분화

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연구결과에 얼마만큼의 오차가

발생하는 가를 불확정성의 원리(error propagation)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동위원소수문분리법을 수계연구

에 적용할 때, 강우안정동위원소의 시간적인 변화를 고

려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연구기간동안의 강우의 평

균값 또는 일회 분석한 값을 사용하고 있다(Cho et

al., 2007). 강우동위원소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기인한다. 단일 강우

(one storm)에서도 강우안정동위원소 값이 시간에 따

라 달라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다

(Pionke and Dewalle, 1992; Lee et al., 2013). 한

편, 고기후 지시자(proxies of paleoclimate)인 빙하 및

종유석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시간적인 해상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전보다 고해상도의 강우 및 강설동위원

소의 변동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Posmentier et al.,

2004).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서해안에서 바로 증발

또는 대류에 의해 이동된 강우를 채집하여 짧은 기간

(1시간 미만)동안 강우동위원소가 얼마나 어떻게 분화

(fractionation)하는지, 이러한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

는 것인지를 고찰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시료채집 및 분석방법

서해안에서 증발(evaporation) 또는 대류(convection)

에 의해 생성된 구름에서 응축된 강우를 채집하기 위

하여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과학고등학교를 연구 지역

으로 선정하였다(Fig. 1). 긴 시간동안 강우를 채집하기

위해서는 강우를 채집하는 동안 증발을 막기 위하여

미네랄오일(mineral oil)을 채집장치 표면에 뿌려 놓지

Fig. 1. Map of sampling location (Incheon Science High

School) at the coastal area of Inche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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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번 연구에서는 짧은 기간동안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증발의 효과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미네랄오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시료를 채취한 후 분

석이 실시되기 전까지 바로 냉동시설에 보관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강우가 일어나는 동안 짧은 시간에

도 안정동위원소의 분화가 일어나는 지를 관찰하기 위

하여 강우량에 따라 시료를 채집하였다. 짧은 시간간

격동안 사람이 지속적으로 직접 강우를 채집하기 어렵

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자동시료채집장치(auto-

sampler)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였다(Fig. 2). 자동시료채

집장치를 이용한다면 수작업에 비해 강우를 고정된 자

리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자동적으로 채취할 수 있다.

기본적인 구조는 상부에 깔때기를 놓고 튜브를 통해

강우가 자동적으로 취수병(bottle)로 이동하면서 일정

시간 이후에 다음 시료의 취수병으로 시료를 흐르게

하는 것이다(Fig. 2a). 이러한 구조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동시료채집장치가 있는 곳

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과 취수병을 일정시간 간격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강우 채집 시

나무의 영향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완전히 열린 공간

에서 채집하여야 하므로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

급하는 형태로 제작하였다(Fig. 2b). 취수병이 설치되어

있는 디스크가 일정시간에 한 번씩 회전하게 만들게

되었을 때는 취수병에 시료가 서로 다른 양이 담기게

되므로 취수병의 무게가 각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깔대기 하부에 있는 튜브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회

전시켜서 취수병에 강우시료가 들어가도록 설계하였다

(Fig. 2). 취수병은 60 mL를 사용하였다.

냉장보관 된 시료는 동위원소분석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극지연구소(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KOPRI)에서 실시하였다. 강우동위원소는 상용 물안정

동위원소분석장비(Picarro L2130-i)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레이저흡광법(a cavity ringdown spectrometer,

CRDS, http://www.picarro.com)을 이용하여 기체의 흡

수스펙트럼의 고유성을 이용하는 이같은 장비는 최근

동위원소질량분석기를 대체하는 추세이다(Gupta et al.,

2009; Iannone et al., 2010; Jung et al., 2013). 정

밀하게 조정된 파장의 빛을 측정 챔버(cavity)에 조사

한 후 빛이 측정 챔버 안에 있는 대기의 목적성분의

양에 비례하여 흡수 및 소멸되는 시간을 측정 하는 원

리이다. 먼저, 액상의 표준물질을 기체화하여 검량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기로부터 수증기를 분석기기로 주

입하여 동위원소를 분석하였다. 표준물질로는 국제원자

력기구(IAEA)에서 제공하는 VSMOW2(산소 및 수소동

위원소값: 0‰, 0‰), SLAP(-55.50‰, -427.5‰), GISP

(-24.76‰, -189.5‰)를 사용하였다. 각 시료 1회당

주입횟수를 6회로 정하고 세 번째까지는 이전 시료의

메모리 효과(memory effect)를 고려하여 결과 값 산출

시 제외하였다. 시료 5회 분석후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분석값을 검증하였다. 수소 및 산소동위원소의 정밀도

는 0.8‰과 0.08‰이다. 물안정동위원소의 δ값은

H2
16O의 농도 값에 대한 H2

18O의 농도 값의 상대조성

비로 나타내며, δ의 값은 H2
16O의 농도 값에 대한

HD16O의 농도 값의 상대 조성비로 나타낸다. δ의 정

의는 아래 식 1과 같다.

δ (‰) = (1)

여기서 Robs와 RVSMOW는 각각 분석된 시료와 표준

시료의 D/H 또는 18O/16O를 나타낸다.

Robs RVSMOW–

RVSMOW

--------------------------- 1000×

Fig. 2. An auto-sampler used in this study. (a) A schematic diagram of auto-sampler (b) a photo of auto-sam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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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토의

3.1. 시간에 따른 안정동위원소분화

강우안정동위원소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간격에서

도 분화가 일어나는 가를 관찰하기 위하여 2014년 7

월 24일에서 25일까지 총 4회의 강우사상(storm) 동안

강우를 채집하였다. 첫 번째 강우(event 1)는 24일

12:26분에서 12:56분까지 5분 간격으로 5개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두 번째 강우(event 2)는 13:30분부터

14:4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5개의 시료를 채취하였으

며, 세 번째 강우(event 3)는 21:37분부터 23:37까지

15분 간격으로 8개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네 번째 강

우(event 2)는 다음 날 00:34분부터 03:19분까지 15

분 간격으로 10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채취의 시

간간격은 강우량에 따라 조절하였다. 강우량은 취수병

의 무게를 미리 측정한 후 증가된 만큼 단위시간당 질

량으로 나타내었다(Fig. 3).

Fig. 3은 연구기간동안 측정된 강우안정동위원소의

값 중에서 수소동위원소 값(black diamond)과 단위시

간동안 측정된 강우량(grey square)을 나타낸 것이다.

연구기간동안 측정된 강우의 산소 및 수소동위원소의

평균값은 각각 -7.7 ± 1.3‰과 -52.3 ± 9.2‰이다. 산소

및 수소동위원소의 최대값은 각각 -5.7‰과 -40.1‰

이었으며, 최소값은 각각 -10.8‰과 -74.3‰이었다.

산소 및 수소동위원소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각각

5.1‰과 34.1‰이다. Lee et al. (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제주도 강우의 산도동위원소의 변동은 -13.5‰

에서 -1.0‰을 나타내었다. 동위원소의 변동폭은

12.5‰정도이며 이는 1995년 5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측정된 값이다. 제주도에서 관찰된 이러한 분화정도는

제주도 주변에 미치는 수증기의 근원지역의 계절적변

화 및 다양한 기상변화가 다 반영된 값이며, 그에 비

해 이번 연구에서 관찰된 분화정도는 여름에 서해안에

서 증발 또는 대류에 의해 발생된 수증기가 응축되어

내린 강우의 분화정도이다.

지하수와 강우가 하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 가를 정

량화하는 동위원소수문분리법에서 강우안정동위원소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상대오차가 얼마만큼 발생

하는 가를 Lee et al. (2013)에서 제시하였다. 상대오

차(∆x)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강우(ppt, x)가 하천에

기여하는 비율, 강우와 지하수(grw)와의 동위원소 차이,

마지막으로 강우의 분화정도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

내면 식 2와 같다.

∆x = (2)

식 2에 의하면 이번 연구에서 관찰된 것은 강우안정

동위원소가 시간에 따라 분화하여 강우의 평균값과의

차이(∆δDppt)는 최대 22‰에 해당된다. 따라서, 강우안

정동위원소가 분화하여 연구기간동안 평균값과 차이가

크게 날수록 동위원소수문분리법의 상대오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저위도지역에서는 강우의 양과 강우동위원소간에는

역관계가 알려져 있다(우량효과, amount effect). 최근

에는 동위원소가 포함된 전지구순환모델(isotope

enabled global circulation model, isotope-GCM)을

이용하여 적도지역에서 우량효과가 어떠한 과정으로 일

어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Risi et

al., 2012).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량효과가 연구기

간동안에도 관찰될 수 있는 지 알기 위해서 강우량을

단위시간당 질량으로 Fig. 3에 표시하였다. 첫 번째 강

우(event 1)에서 두 번째 강우(event 2)로 진행되면서

강우량은 감소하고 강우동위원소 값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강우(event 3)에서 강우량이 증가하면서

강우안정동위원소 값은 감소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강우안정동위원소값과 강우량 간의 역관계를 관찰 할

수 있지만 이번 연구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도 우

량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없으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긴 시간동안 관찰해야 이러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산소와 수소의 안정동위원소의 선형적 관계

물의 순환 연구에서 물이 계(system)를 이동하는 과

정을 추적하는데 물안정동위원소는 가장 효과적인 도

x

δDppt δDgrw–( )
--------------------------------∆δDppt–

Fig. 3. Time series of precipitation rate (g/min, square) and

isotopic composition of precipitation (δD, diamond). Each

period of event is described in the text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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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다(Lee et al., 2010). 물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산소와 수소의 선형적인

관계(linear relationship)이다. Craig (1961)과 Dansgaard

(1964)에서는 전지구적으로 내리는 강우의 두 안정동

위원소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지구순환수선(Global

Meteoric Water Line, GMWL)이라 부르며, 기울기가

8인 일차선형함수이다. 또한, 각 지역별로 강우를 채집

하고 강우의 두 안정동위원소의 관계를 정립한 것은

지역순환수선(Local Meteoric Water Line, LMWL)으

로 불리며,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은 정립되

어 있다(Lee et al., 1999; Lee et al., 2003). 국내

에서도, 제주지역에서의 지역순환수선이 정립되어 있으

며, 국내의 많은 연구에서 제주지역의 지역순환수선을

활용하여 물의 물리적인 이동을 설명하고 있다(Lee et

al., 1999; Lee et al., 2003). 한편, 기울기가 8인 선

형관계는 물이 근처의 바다에서 증발하고 응결하여 강

우를 채취한 지역까지 더 이상의 물리적인 과정없이

강우가 내리는 경우이며, 기울기가 8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강우가 내리면서 재증발(re-evaporation)하는 것

으로 의미한다(Lee et al., 2010).

이번 연구에서 관찰된 강우가 어떠한 물리적 과정을

거치면서 서해안에서 연구지역까지 도달하였는지 알기

위하여, 산소와 수소의 선형관계를 Fig. 3에 도시하였

다. 연구지역이 서해안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

에, 해양에서 생성된 구름이 바로 응축되어 강우로 내

릴 것이라고 가정하면 기울기는 지구순환수선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관

찰된 산소와 수소동위원소의 기울기가 6.8이며, 이는

지구순환수선의 기울기 8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수

증기가 기원지에서 이동하면서 응축(condensation)이외

에 다른 물리적인 과정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Fig. 3에

도시된 자료는 연구기간 전체동안 관찰된 동위원소 값

이며, 각각의 강우사상 동안 일어난 물리적 과정을 살

펴 보기 위하여, 앞 절에서 언급했던 강우사상별로 안

정동위원소를 Fig. 4에 도시하였다. 4번의 강우사상동

안 산소와 수소의 선형관계의 기울기는 5.1, 4.2, 7.9,

7.7로 관찰되었다(각각 Fig. 4a, 4b, 4c, 4d). 첫 번째

와 두 번째 강우사상이 기울기가 8에서 벗어나 있으며,

마지막 두 번의 강우는 지구순환수선의 기울기 8과 크

게 다르지 않다. 첫 두 번의 강우동안은 비가 내리면

서 재증발(re-evaporation)이 일어 났음을 의미하며, 마

지막 두 번의 강우동안은 해양에서 연구지역으로 재증

발없이 비가 내렸음을 의미한다. 첫 두 번의 강우동안

연구지역의 상대습도(relative humidity)는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아 재증발이 일어 났으며, 다음 두 번의 강

우사상 동안에는 상대습도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

상의 재증발이 일어나지 않아 대기의 수증기와 강우의

동위원소교환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Risi et al., 2008).

4. 결론 및 제언

강우의 안정동위원소를 시간적 고해상도 연구를 수

행하기 위하여 자동시료채집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이

장치는 향후 강우의 안정동위원소 연구에 유용하게 사

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우량에 따라 고해상도 강우

동위원소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 2일동안 10-15분

간격으로 총 4회의 강우사상동안 시료를 채집하여 산

소와 수소의 동위원소 값이 각각 5.1‰과 34.1‰의 차

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국내에서 일년동안 관찰되는 강

우안정동위원소의 변동에 비해서 무시할 수 없는 변동

이며 그 동안 많은 연구에서 강우동위원소는 일정기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번의 강우 사상동안

첫 두 번의 강우동안은 기울기가 지구순환수선의 기울

기 8과는 차이가 나는 값을 보였으며, 이는 강우사상

동안 재증발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두 번의

강우동안은 지구순환수선의 기울기 8과 거의 일치함을

Fig. 4. A linear regression line between δ18O and δD

(black solid line). The grey solid line is the Global

Meteoric Water Line (GMWL, δD=8×δ18O+10). The grey

dotted lines are the 95% of confidence intervals on the

estimated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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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이는 계속되는 강우로 인해 상대습도가 거

의 포화상태에서 강우가 연구지역에 내렸음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고기후에 관한 연구 중에서 빙하연구는 주

로 양극지역과 고산지역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수행 중이지만, 종유석을 이용한 연구는 여러 지역에

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Jo et al., 2014). 종유석을 이

용하여 고기후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기후지시자

를 이해하기 위한 선행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강우에서 기원하여 지하수를 충진시키고 지하수

에 의해 종유석이 형성되는 과정의 동위원소변동에 대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고기후지시자의 해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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