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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wo stable water isotopes, oxygen and hydrogen, has been used to understand the

water cycle as a basic tool. A slope and intercept from the linear relationship indicates what kind of physical

processes occur during movement of water. Traditionally, ordinary least squares (OLS) method has been utilized for

the linear relationship, but total least squares (TLS) method provides more accurate slope and intercept theoretically

because isotopic compositions of both oxygen and hydrogen have uncertainties. In this work, OLS and TLS were

compared with isotopic compositions of snow and snowmelt collected from the King Sejong Station, Antarctica and

isotopic compositions of water vapor observed by Lee et al. (2013) in the western part of Korea. The slopes from

the linear relationship of isotopic compositions of snow and snowmelt at the King Sejong Station were estimated to

be 7.00 (OLS) and 7.16(TLS) and the slopes of stable water vapor isotopes were 7.75(OLS) and 7.87(TLS). There

was a melting process in the snow near the King Sejong Station and the water vapor was directly transported from

the ocean to the study area based on the slope calculation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wo slopes to

interpret the physical process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slope differences from the two methods for

studies for example, groundwater recharge processes, using the absolute slope values. 

Key words : stable isotopes of oxygen, stable isotopes of hydrogen, ordinary least squares method, total least

squares method, stable isotopes of snow, stable isotopes of water vapor

물의 두 안정동위원소인 산소와 수소의 선형관계는 물의 순환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기본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선형관계의 기울기 및 절편은 물이 각 계를 이동하면서 어떠한 물리적 과정이 일어났는가를 지시할 수 있다. 선형관

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통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method, OLS)이 사용되어 왔으나, 산소와 수소동위원

소 모두 불확정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최소자승법(total least squares method, TLS)이 더 정확한 기울기와

절편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극 세종기지 주변의 눈과 융설의 안정동위원소 분석값과 Lee et al., (2013)

에서 관찰된 국내 서해안의 수증기의 산소와 수소의 안정동위원소값을 이용하여 OLS와 TLS를 비교하였다. 남극 세

종기지 눈 안정동위원소의 선형관계에서 기울기는 7.00(OLS), 7.16(TLS)이었으며, 수증기동위원소의 선형관계의 기울

기는 7.75(OLS), 7.87(TLS)로 계산되었다. 세종기지 눈 안정동위원소값은 대부분의 눈 시료가 용융이 일어났음을 의

미하여, 수증기동위원소 값은 해양에서 기원한 수증기가 직접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방법으로 계산된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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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물리적인 과정을 해석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하수의 혼합과정을 이해하는 연구처

럼 기울기의 절대값을 이용하는 연구에서는 기울기 값의 차이가 연구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산소안정동위원소, 수소안정동위원소, 보통최소자승법, 완전최소자승법, 눈안정동위원소, 수증기안정동위원소 

1. 서 론

물의 순환(water cycle)에서 물이 어떠한 물리적 과정

을 거쳤는가를 알기 위해서 물의 두 안정동위원소(δD

와 δ18O)가 지난 50 여년간 추적자(tracer)로 사용되어

왔다(Lee et al., 2013). 해양에서 증발(evaporation)

또는 대류(convection)에 의해 대기로 이동된 수증기가

어떠한 경로로 이동하여 왔는가를 알기 위해서 수증기

의 안정동위원소(stable water vapor isotope) 및 강

우동위원소를 측정하여 추적자로 활용하고 있다(Kim

et al., 2016). 극지역에서는 빙하 및 눈의 안정동위원

소를 이용하여 과거의 온도 및 빙하의 연대측정에 활

용하고 있다(Kwak et al., 2015). 극지역에서 물의 안

정동위원소를 추적자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눈이 얼음

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눈 또는 얼음의 융해가 발생

하게 되면 과거의 온도를 복원하는 데에 오차가 발생

하게 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수소의 두

동위원소간의 선형관계(linear relationship)를 이용하면

융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Lee et al.,

2009; Lee et al., 2010). 

과거에는 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산소동위원소를

주로 추적자로 사용하여 왔으며, 지난 20여년간 온라

인분석방법의 발전으로 인해 수소동위원소도 많이 활

용되고 있다. 수소동위원소는 700oC 이상의 고온에서

크롬(Cr)을 산화시켜 수소기체를 분석하며 산소는 이

산화탄소와 평형을 시켜 이산화탄소를 동위원소질량분

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Lee et al., 2009). 최근 레

이저분광법(laser-spectroscopy)의 도입으로 물의 산소,

수소동위원소를 동시에 분석이 용이해짐에 따라 산소

및 수소동위원소의 선형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물의 물

리적 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전보다 많이 진행되

고 있다(Lee et al., 2010; Kim et al., 2016). 따라서

산소 및 수소동위원소의 선형관계를 이용한 연구가 다양

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물의 물리적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Lee et al., 2010).

물의 두 안정동위원소의 선형관계는 그 동안 보통최

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method, OLS)을 이

용하여 선형관계의 기울기와 절편을 제시하였다(Lee

et al., 2010). 전 지구적으로 해양에서 기원한 수증기가

응축되어 비가 내리게 되면 강우의 두 안정동위원소의

선형관계에서 기울기는 거의 8을 나타낸다(Dansgaard,

1964). 중수소과잉값(d=8×δ18O-δD)은 이 선형관계의

절편으로서 해양에서 수증기가 기원할 때의 상대습도

를 나타낸다(Dansgaard, 1964). 중수소과잉값이 0에

가까울수록 상대습도가 100%에 가까우며, 값이 커짐

에 따라 기원지에서의 상대습도는 감소하게 된다. 보

통최소자승법은 가로축에 해당되는 산소동위원소의 오

차가 없다는 것을 가정으로 세로축에 해당되는 수소동

위원소의 오차가 최소가 되는 선형관계를 구하는 것이

다. 하지만, 산소동위원소도 오차가 존재하므로, 산소

와 수소동위원소의 오차를 모두 고려하는 완전최소자

승법(total least squares method, TLS)을 산소와 수

소의 선형관계에 적용시켜야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TLS를 적용하기 위하여 남극 세

종기지에서 획득한 눈 및 융설시료와 Lee et al.,

(2013)에서 제시된 수증기 시료의 두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하였다. 융설시료와 수증기 시료의 동위원소 해석

모두 산소와 수소의 선형관계가 물순환에서 물이 어떻

게 이동하는 가를 해석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물의 두 안정동위원

소의 선형관계를 해석할 때 OLS와 TLS를 적용하고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상관관계(correlation)는 관심 있는 두 정량적인 변수

간의 선형관계에서 그 방향성(direction)과 강도(strength)

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어떤 계(system)의

해(solution)를 근사적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근사적으로

구하려는 해와 실제 해의 오차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개념이 최소자승근사법(least squares approximation)

이다. 산소와 수소동위원소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방

법으로는 OLS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는 측정된 자료

의 수평방향(가로방향)의 변수는 오차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직방향(세로방향)으로 측정된 자료와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모델간의 거리를 최소가 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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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이에 반해, 수평방향의 측정 자료에 오차가

존재하게 되면 측정자료의 위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모델간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

한 방법을 TLS라 하며(Markovsky and Van Huffel,

2007; Petras and Bednarova, 2010), 이는 동위원소

의 선형관계에 적용된 적이 없다. 수평방향에 나타내

는 산소동위원소의 경우에도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완전최소자승법을 동위원소 자료에 적용

하여야 한다. Fig. 1은 이를 개념화하여 나타내었으며,

두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보통최소자승법과 완전최소자승법

OLS는 설명변수(explanatory variable)와 반응변수

(response variable)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평방향의 설명변수에 의해 수

직방향의 반응변수는 결정, 또는 설명될 수 있다. 따라

서, 반응변수 y와 설명변수 x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에서 b는 기울기, a는 절편을 나타내며, 는

OLS에 의해 예측된 y값을 나타낸다. 하지만, 관측된

자료는 OLS에 의해 예측된 직선에 분포하지 않기 때

문에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2)

여기에서 ei는 오차(error) 또는 잔차(residual)를 나

타낸다. OLS에서 오차는 y에 의해서만 발생하기 때문

에, 오차항은 다음과 같이 바뀔 수 있다.

(3)

기하학적으로 ei는 관측된 yi과 예측된 의 거리

이며,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ei의 제곱의 합을 최소

화하면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오차의 제곱의 합을 Q(a, b)로 나타내고 이를 a와

b의 두 변수에 대한 편미분을 0으로 하는 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5)

(6)

식 (5)와 (6)을 정리하여 기울기(b)와 절편(a)을 구하

면 다음과 같다.

(7)

(8)

(9)

(10)

여기에서 n은 자료의 개수를 나타내며, 와 는

각각 반응변수와 설명변수의 평균을 나타낸다. OLS가

수직적인 거리의 최소화에 기반하여 유도된 것이라면,

TLS는 자료와 예측된 직선간의 거리가 최소화되는 방

법이다. TLS의 수학적인 접근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

ŷ

yi
ˆ

x y

Fig. 1. A schematic diagram for comparison between OLS

and TLS. The solid line is a fitting model of y = a + bx and

dashed lines are approximation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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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기 때문에 개념에서부터 유도된 기울기와 절편의

계산식을 제시하였다. OLS와 동일하게 측정된 자료

(xi, yi)와 그 자료와 직선의 거리를 가장 짧게 하는 기

울기와 절편을 계산할 수 있다(Fig. 2). 이 경우에 가

장 짧은 직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1)

OLS와 동일하게 오차 또는 직선의 길이가 가장 짧

은 직선은 식 (4)와 같이 식 (11)을 변형할 수 있다.

(12)

이를 OLS와 동일하게 편미분하고 편미분의 함수가

0을 가지는 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13)

(14)

식(13)을 정리하면 TLS의 절편도 OLS에서의 절편

과 같은 식이 유도되게 된다. 식 (14)를 정리하면 기울

기(b)에 대한 2차방정식이 유도된다. 이차방정식을 근

의 공식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면 b는 다음과 같다.

(15)

(16)

눈안정동위원소 및 수증기 안정동위원소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계의 물안정동위원소를 이

용하여 OLS와 TLS를 비교하였다. 먼저, 2013년 하계

기간을 이용하여 남극 세종기지 주변에서 눈과 융설시

료 178개를 채취하고 냉동상태로 보관하여 분석 직전

까지 극지연구소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산소와 수소의

안정동위원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에 설치되어 있는 Picarro L2130-i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레이저분광법 분석장비의 정밀도는 산소와 수소

가 각각 0.2‰, 1‰ 이하이다. 세종기지 주변의 눈과

융설시료는 OLS와 TLS를 모두 적용하여 비교를 시도

하였다.

Lee et al. (2013)에서 태풍이 지나갈 때 서해안에

위치한 극지연구소에서 수증기안정동위원소를 레이저

분광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수분(moisture)의 이동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산소와 수소의 수증기안정동위원소

를 분석하고 OLS를 적용하여 수증기가 해안에서 증발

또는 대류에 의해 대기로 상승한 후 연구지역으로 이

동하였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Lee et al., (2013)

에서 제시한 수증기동위원소 자료에 TLS를 적용하여

OLS로 나온 결과와 비교를 시도하였다.

3. 연구결과

물의 수소와 산소동위원소를 오프라인(offline)방식으

로 전처리를 한 후 동위원소질량분석기(Isotope Ratio

Mass Spectroscopy, IR-MS)를 이용하여 분석했던 시

기에는 두 종류의 동위원소를 동시에 분석하는 것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주로 분석

이 용이했던 산소동위원소만을 이용하여 물의 순환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2000년대 전반부터 물안정동위원

소는 온라인(online)방식과 2000년대 후반에 등장한 레

Fig. 2. The total least squares method for a straigh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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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저분광법(laser-spectroscopy)의 등장으로 산소와 수

소의 동시분석이 용이해지면서 비약적으로 물안정동위

원소 연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레이저

분광법을 이용한 물안정동위원소 분석법이 도입되어 극

지역연구 및 지하수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Jung et al., 2013; Lee et al., 2015).

해양에서 증발 또는 대류에 의해 생성된 수증기는

대기로 이동하면서 응축되어 비 또는 눈의 형태로 떨

어지면서 점점 수증기의 동위원소 값은 낮아지게 된다.

해양에서 증발에 의해 생성된 수증기의 산소 및 수소

동위원소의 선형관계는 기울기 8을 가지면서 동위원소

값은 낮아지게 되지만 기울기 8과 세로축의 절편 10의

선상에서 움직이게 된다(Dansgaard, 1964). 이를 지구

천수선(Global Meteoric Water Line, GMWL)이라

부르며, 지구상의 강우는 이 직선상에서 동위원소 값

이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강우의 두 동위원소의 선형

관계의 기울기 8은 물순환에서 강우에 의한 영향을 파

악하는 데에 많이 활용된다. 예를 들어, 토양수 또는

천부의 지하수의 두 동위원소의 선형관계가 기울기 8

을 가지게 되면 이는 강우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파악될 수 있다. 지역별로 기울기가 8에서 벗어나는 경

우도 있으며, 이를 지역천수선(Local Meteoric Water

Line, LMWL)이라 부르며, 국내에서는 제주지역에서의

LMWL이 계절별로 보고되어 있다(Lee et al., 1999).

이러한 계절성을 이용하여 제주도의 지하수가 언제 충

진(recharge) 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였으며, 이

때 두 안정동위원소의 기울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중수소과잉값(d=8×δ18O−δD)은 기

울기가 8인 지구천수선의 세로축의 절편에 해당되며,

수증기가 기원한 해양의 습도가 증가하면 10보다 낮은

값을, 감소하면, 10보다 높은 값을 나타낸다. 

극지역에서는 해양에서부터 이동한 수증기가 응축되

면서 강우대신 눈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이 역시 두 안

정동위원소의 관계는 8을 가지게 된다. 이후 눈이 녹

지 않고 그대로 얼음으로 바뀐다면 그 눈의 기울기가

8을 유지하게 되지만, 눈 또는 빙하가 녹는 지역에서는

고체상인 얼음 또는 눈과 액체상인 물의 동위원소교환

반응으로 인해 두 동위원소의 선형관계는 기울기 6.3

을 가지게 된다(Lee et al., 2009; Lee et al., 2010;

Lee et al., 2015). 따라서, 눈 또는 빙하가 녹아서 지

하수를 충진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영향을 파악하는 데

에 두 동위원소의 선형관계는 도움을 줄 수 있다.

Fig. 3은 남극세종기지에서 채취한 눈과 융설 시료의

동위원소결과를 산소와 수소의 선형관계로 나타내었다.

OLS와 TLS를 적용하여 구한 선형관계의 변수들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두 방법 모두 기울기가 각각

7.00(OLS), 7.16(TLS)으로 8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었

다. 세로축의 절편은 각각 –5.89(OLS), –4.05(TLS)를

나타내었다(Fig. 3a). 먼저, 이는 세종기지 주변의 대부

분의 눈은 해양에서 수증기가 응축되어 눈으로 떨어진

이후 용융되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방법

으로부터 계산된 기울기의 표본오차는 0.08이며, 세로

축의 절편에 대한 표본오차는 0.94이다. Fig. 3b에서는

관찰된 자료와 두 모델방법에 의해 구해진 값과의 차

이를 나타낸 것이다. 잔차에 어떠한 특징도 없으며 두

Fig. 3.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oxygen and hydrogen

isotopes of snow and snowmelt collected from the King

Sejong Station using OLS and TLS (b) Comparison of

residulas of oxygen isotopes between OLS and T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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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간의 차이도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4는 수증기의 두 안정동위원소 값의 선형관계를

OLS와 TLS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이에 관련된 통계

값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두 방법 모두 기울기가

각각 7.75(OLS), 7.87(TLS)로 8과 거의 가까운 값을

보였다. 세로축의 절편은 각각 10.06(OLS), 12.01(TLS)

를 나타내었다(Fig. 4a). 두 방법으로부터 계산된 기울

기의 표본오차(standard error)는 0.14이며, 세로축의

절편에 대한 표본오차는 2.40이다.기울기가 8에 가까운

것은 지구천수선과 동일한 물리적과정을 겪었으므로,

서해안의 수증기는 해양에서 증발하여 더 이상의 물리

적과정 없이 연구지역으로 이동하였음을 지시한다(Lee

et al., 2013). Fig. 4b에서는 관찰된 자료와 두 모델방

법에 의해 구해진 값과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잔차

(residual)에 어떠한 특징도 없으며 두 방법 간의 차이

도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과정

을 관찰하기 위하여 산소와 수소의 선형관계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OLS와 TLS간의 차이가 크게 없음을 보

여 준다.

4. 논의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남극 세종기지 주변의 눈과 융설 시

료 및 서해안의 수증기 시료를 이용하여 보통최소자승

법(OLS)과 완전최소자승법(TLS)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산소와 수소의 안정동위원소 분석값은 불확정성을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TLS를 적용하여야

하지만, 두 동위원소의 선형관계에 OLS가 그 동안 적

용되어 왔다. 보통최소자승법은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쉽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완전최소자승법은 본 논

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사용자가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선형관계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해석하는 것은 동위

원소 수리학(isotope hydrology)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

정이다. 세종기지 눈과 융설시료와및 서해안 지역의 수

증기의 두 안정동위원소(δ18O, δD)의 선형관계를 파악

하면 물이 어떻게 이동하였는가에 대한 물리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방법을 이용하여 선형관계를 계산

하였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기울기

Table 1. Comparisons of estimated parameters between OLS and TLS

OLS TLS

Antarctic snow

Slope 7.00 Slope 7.16

Intercept -5.89 Intercept -4.05

R2 0.9778 R2 0.9768

Water vapor

Slope 7.75 Slope 7.87

Intercept 10.06 Intercept 12.01

R2 0.9847 R2 0.9842

Fig. 4.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oxygen and

hydrogen isotopes of water vapor used by Lee et al. (2013)

OLS and TLS (b) Comparison of residuals of oxygen

isotopes between OLS and T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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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차 및 차이가 물리적인 과정을 다르게 해석할 만

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7.00 vs. 7.16, 7.75 vs.

7.87, OLS vs. TLS).

지하수의 충진과정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기울기의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기울기

의 값 자체가 중요한 경우가 있다(Lee et al., 1999).

여름과 겨울의 강수의 선형관계에서 기울기를 추정하

고 이를 바탕으로 어느 시기에 강수가 지하수로 충진

하였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경우

충진되는 비율의 오차가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 가에

따라 얼마만큼 발생하는 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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