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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류기원 유기물은 수생태계를 지지하는 중요한 에너지

원이다. 그러나 부영양화 등으로 조류가 과도하게 번식할 

경우 이들은 오히려 관리의 대상이 된다. 조류의 대량 발

생은 투명도 감소, 용존산소 고갈, 이취미물질 및 독성물질 

발생을 유발하는 등 수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Kolmankov 

et al., 2002; De Figueiredo et al., 2004; Shen et al., 2013; 
Byun et al., 2015). 특히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수계에서 이

들의 대증식은 정수처리 공정의 효율감소 및 처리비용 증

가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조류기원 유기물 역시 난분해

성 유기물과 마찬가지로 염소 소독부산물 (Disinfection by-
products, DBPs)을 생성하는 주요 전구물질로 작용한다 

(Hur et al., 2006; Hong et al., 2008; Lui et al., 2011). 
우리나라 공공수역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io chem-

ical Oxygen Demand, BOD)을 기준으로 관리되어 왔다. 
이는 생분해성 유기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이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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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BOD 수치는 지속적으로 감소 또는 유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화학적 산소요구량 (Chemical 
Oxygen Demand, COD)은 전국적으로 정체 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Ministry of Environment, 2013), 이
러한 BOD 및 COD의 상반된 변동양상에 따라 BOD/COD 
비는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유기물 내 난분해성 

유기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Vollertsen and 
Hvitved-Jacobsen, 2002). 수계 내 유기물의 축적은 우리나

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며 (Evans 
et al., 2005; Driscoll et al., 2016), 그 원인을 파악하고 농도

변화 추세를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

다 (Sawicka et al., 2017; Manninen et al., 2018). 수자원 관

리 시 유기물 농도 및 질적조성은 상수처리 효율성 및 비

용과 관련있기 때문에 이들의 장기적 변화양상 이해 및 예

측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유기물 관리지표가 총 유기탄소로 전환되었지만, 수
계 내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의 장기적 변화양상을 이해하

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잠재적 원인물질이 과거 유

기물 관리지표였던 COD 값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류기원 유기물은 쉽게 분해된다는 인식 

때문에 COD 값을 증가시키는 원인물질로 고려되지 않

았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생분해 실험을 통해 수 달

이 지난 후에도 조류기원 유기물이 수층 내 잔존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Hanamachi et al., 2008; Kragh and 
Søndergaard, 2009), Lee et al. (2016) 역시 안정동위원소 

첨가 생분해 (biodegradation) 실험을 통해 조류기원 유기

물이 팔당호 난분해성 유기물에 상당량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전 연구의 대부분은 장기간 배양 

후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조류기원 유

기물의 양을 이용하여 난분해성 유기물에 대한 이들의 기

여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류기원 유기물이 

COD 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난분해성 유기물을 생분해 [일정 기간 

(5-28일) 암실배양] 후 남아있는 유기물의 양으로 정의하

기도 하지만 (Servais et al., 1989; Ministry of Environment, 
2011), BOD/COD 비 역시 난분해성 유기물의 지표로 사용 

(Vollertsen and Hvitved-Jacobsen, 2002; Luan et al., 2017)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난분해성 유기물에 대한 조류기원 

유기물의 기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분해 이후 남아있

는 양뿐만 아니라 산화제 처리 후 남아있는 조류기원 유기

물의 양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생분해실험과 산화제 (KMnO4) 처리실험을 함께 실시하

여 팔당호 수층 난분해성 유기물에 대한 조류기원 유기물

의 기여를 확인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채취 및 배양실험 

식물플랑크톤 1차생산력 측정 및 생분해실험을 위해 

2010년 5월 20일 팔당댐 앞 1개 정점에서 원수를 채수하

였다 (Fig. 1a). 1차생산력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및 현장

배양실험 (in situ incubation)은 이전에 보고된 방법과 동

일하게 수행하였다 (Lee et al., 2006; Min et al., 2012). 요
약하자면, 현장에서 광량계 (Li-1000, Li-COR, USA)를 

이용하여 광량을 측정한 후 상대광량 100%, 50%, 10%, 
1%인 깊이 (표층, 0.75 m, 2 m, 4.5 m)에서 현장수를 채

수하였다. 그 후 13C 추적자 (NaH13CO3; 98 atom % 13C, 
Isotec, Sigma-Aldrich)를 첨가하여 각 깊이에서 현장 배

양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1b). 현장수 내 용존 무기탄소 

(Dissolved Inorganic Carbon, DIC) 농도 및 입자성 유기탄

소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의 탄소 안정동위원

소 비 (δ13C) 측정을 위한 시료를 추가로 샘플링하였으며, 
배양이 끝난 후 POC와 용존 유기탄소 (Dissolved Organic 
Carbon, DOC)의 농도 및 δ13C 값 측정을 위한 시료를 샘

플링 하였다. 여과 시 미리 태운 GF/F 여과지를 이용하였

다. 미생물에 의한 분해 이후 남아있는 비 생분해성 유기

물 (non-biodegradable organic matter, NBOM)에 대한 조

류기원 유기물의 기여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정점 표층 3 
m 이내에서 채수한 물 시료를 100 μm 망목으로 거른 후 

실험실로 가져와 20℃ 하에서 장기배양실험 (long-term 
incubation)을 실시하였다 (Fig. 1c). 조사 당시 현장수온

은 23.6℃였다. 배양 시 미리 산세척한 폴리카보네이트 재

질의 배양용기 (9 L, 6개)를 이용하였으며, 충분한 양의 식

물플랑크톤 생물량을 얻기 위해 배양기 내에서 3일간 빛

을 주고 배양하였다 (광량: ~140 μmol m-2 s-1). 그 후 식물

플랑크톤 광합성에 의해 새롭게 생성된 유기물을 총 유기

물과 구분하기 위해 13C 및 15N 추적자 [ (15NH4)2SO4; 98 

atom % 15N, Isotec, Sigma-Aldrich]를 첨가하여 동일 빛 

조건 하에서 하루 동안 배양한 후 60일간 암배양을 실시

하였다. 추적자 첨가 전에 얻은 시료를 natural, 암배양 시

작 전에 얻은 시료를 T0로 간주하였고, 암배양 시작 후 5, 
15, 28, 60일째 시료를 채취하였다 (총 6회). 1회 시료채취 

시 한 개의 9 L 배양용기 내 물 시료를 모두 사용하였다. 
POC 및 DOC, 입자성 질소 (Particulate Nitrogen, PN)의 농

도 및 탄소/질소 안정동위원소 비 (δ13C/ δ15N)와 DIC 농
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료를 샘플링하였으며, 여과 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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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운 (450℃, 4시간) GF/F 여과지를 이용하였다. POC는 약 

100~300 mL, PN은 약 300~700 mL의 시료를 여과하였으

며, 3반복 시료를 채취하였다. 분석 시 시료손실에 대비하

여 모든 물 시료는 여과하여 함께 보관하였다. 

2. 산화제 (KMnO4) 처리실험 

산화제 처리 후 남아있는 유기물 (non-oxidized organic 
matter)에 대한 조류기원 유기물의 기여를 파악하기 위해 

장기배양실험 시료 일부를 이용하여 산화제처리 실험을 

진행하였다. 산화제는 2015년 이전까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사용되었던 CODMn 법에서 사용된 과망간

산칼륨 (KMnO4)을 이용하였으며, 산화제 처리 방법은 수

질오염공정시험법 (Ministry of Environment, 2004)을 따랐

다. 요약하자면, 시료에 황산 및 황산은 분말을 첨가한 후 

0.025 N 과망간산칼륨액을 넣고 수욕상에서 30분간 가열

반응시켜 유기물을 산화시켰다. 이때 시료와 첨가한 시약

의 비율은 공정시험법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증류수를 

이용하여 같은 조건으로 바탕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후 미

리 태운 GF/F 여과지로 여과하여 유기물 농도 (POC, PN, 
DOC) 및 탄소 또는 질소 안정동위원소 비 (δ13C, δ15N) 측
정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였다. 

3. 시료분석 및 자료처리 

DIC 및 DOC 농도는 총 유기탄소 분석기 (TOC-VCPH,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DOC 분석

은 NPOC (Non purgeable organic carbon) 방법을 사용하

였으며, 측정 시료에 대해 5% 이내의 오차를 보였다. POC 
및 PN의 농도는 원소분석기 (Euro EA3028, Euro Vector, 
Milan, Ital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TOC 농도는 POC
와 DOC를 합하여 계산하였다. POC 및 PN, DOC의 δ13C 
또는 δ15N 값은 원소분석기와 결합되어 있는 안정동위원

소질량분석기 (Isoprime, GV Instruments, Manchester, UK)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δ13C 값 측정을 위한 시료

는 염산을 이용하여 무기탄소를 제거한 후 분석하였으며, 
δ15N 값은 산처리를 하지 않은 시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산화제 처리 후 남아있는 PN 농도는 검출한계 미만이

었다.
1차생산 속도는 Hama et al. (1983)의 식 (1)에 따라 계산

하였다. 

Production rate (ρc(t)) =
ΔPOC (t)    ais-ans    POC (t)
-------------= -------------× ------------ (1)
    t          aic-ans        t 

 (a) (b)

 (c)

Fig. 1. Study area (a) and schemes of in situ incubation (b) and long-term incubation (c)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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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   13C atomic percentage of particulate matter at the end 
of the incubation

ans: 13C atomic percentage in natural sample
aic:   13C atomic percentage in dissolved inorganic carbon 

in the incubation bottle
t: Incubation time
ΔPOC(t):   Increase in particulate organic carbon concen-

tration during the incubation 
POC(t):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organic carbon at 

the end of the incubation 

또한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식을 이용하여 광합성 시 체

외로 배출된 DOC의 생성속도를 함께 계산하였다. 탄소

순환속도 (specific production rate, SPR)는 입자 또는 용

존 유기탄소의 생성속도를 농도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SPR 값이 1이 될 경우 하루 동안 POC 또는 DOC의 100%
가 식물플랑크톤 광합성에 의해 순환 (turnover)됨을 의미

한다. 용존 유기물 휴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휴믹지표 

(humification index, HIX)는 형광 특성을 이용하여 계산하

였다. 여기파장 254 nm에서 250~500 nm 범위의 방출파장

을 측정하였으며, 그 후 Ohno (2002)의 식 (2)에 따라 HIX
를 계산하였다. HIX는 0~1의 범위를 보인다.

        ΣI435-480
HIX = ----------- (2)
        ΣI300-345

I =  Fluorescence intensity at each wavelength

60일 장기배양시료 내 광합성을 통해 새롭게 생성된 유

기물은 TO13C, PO13C, P15N, DO13C 등으로 표시하였으며, 
그 양은 Hama et al. (2004)의 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ais-ans
AOM = -----------×C (or N) (3)
           aic-ans

AOM: Concentration of algal-derived organic matter
ais: 13C (or 15N) atomic percentage in an incubated sample
ans:   13C (or 15N) atom percentage in a natural (non-incubated) 

sample 
aic:   13C (or 15N) atom percentage in dissolved inorganic 

carbon (or nitrogen) 
C (or N):   Concentration of organic carbon (POC or DOC) 

or particulate nitrogen

암배양 실험 동안 시간에 따른 유기물의 농도 변화를 

이용하여 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되는 유기물 (biode-
gradable organic matter, BOM)과 NBOM의 농도 및 각 유

기물 pool의 분해속도상수 (degradation rate constant, k)를 

계산하였다. 이때 모델식으로는 1차 지수감소모델 (first-
order exponential decay model)을 이용하였으며 (Lønborg 
et al., 2009; Lee et al., 2016), 관련식은 아래와 같다 (4). 곡
선 적합 (curve fitting) 시 SIGMA PLOT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OM(t) = BOM×exp (-kt) + NBOM (4)

OM(t): Amount of organic matter remaining at time t
BOM: Amount of biodegradable organic matter
k: Degradation rate constant 
t: time 
NBOM: Amount of non-biodegradable organic matter 

본 논문에서는 “비 생분해성 유기물”과 과망간산칼륨에 

의해 산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비 산화된 유기물”을 모두 

난분해성 유기물로 간주하여 결과를 해석하였다. 

결     과

1. 1차생산력 

2010년 5월 팔당댐 앞 정점에서 측정된 1차생산력은 

1,397 mgC m-2 d-1였으며, 광합성 시 체외로 배출된 DOC
의 생성속도는 192 mgC m-2 d-1였다. 현장에서 하루 동안 

식물플랑크톤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는 POC 및 DOC의 양

을 깊이 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표층과 상대광량 50%인 

깊이에서 이들의 생성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일 

깊이에서 하루 동안 광합성에 의해 순환되는 유기물의 비

율은 POC가 약 50%, DOC가 약 4%였다 (Table 1). 깊이

가 증가할수록 POC 및 DOC의 생성속도 및 탄소순환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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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carbon pool and humification index (HIX) 
during dark incubat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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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는 감소하였다. 

2. 장기 암배양 실험 동안 유기물의 농도변화 

초기 (T0, 배양기 내 빛 조건 하 4일 배양 후) 장기 암배

양 시료 내 POC 농도는 현장수 (natural)에 비해 약 2배 이

상 증가하였으며, DOC의 농도 역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DIC 농도는 약 4배 정도 감소하였다 (Fig. 2). 그 후 POC 
및 DOC 농도는 감소하였으며, DIC의 농도 및 차지 비율

은 증가하였다. T0에서 60일째로 갈수록 HIX 값은 증가

하였다. 60일간의 암배양 기간 동안 POC 및 PO13C, PN, 
P15N, DOC, TOC, TO13C 농도는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

였으며, TOC 내 DOC 및 TO13C 내 DO13C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다 (Fig. 3). 암배양 기간 동안 DO13C의 경우 증가

와 감소가 반복되었다. TO13C에 대한 DO13C의 비율은 초

기 14%에서 60일 후 33%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POC 
및 PN 농도는 배양 기간 동안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인 반면, DOC의 농도는 초기 5일간 크게 감소한 뒤 60일

까지 비교적 유사한 값을 보였다. 초기 TOC 내 DOC의 높

은 비율 (약 83%) 때문에 TOC 역시 DOC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전체 유기물에 대한 비 생분해성 유기물의 비율

은 TOC 및 DOC가 50%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POC 
및 PN은 각각 33%, 25%로 나타났다 (Table 2). 실험 기

간 동안 조류에 의해 새롭게 생성된 광합성 산물 (TO13C, 
PO13C, P15N)은 전체 유기물에 비해 NBOM의 비율이 낮

았다. 분해속도상수 (k)는 TOC 및 DOC에서 높게 나타났으

며, POC와 PN의 경우 광합성 산물 (PO13C, P15N)에서 더 

높은 값을 보였다. 

3. 산화제 처리 (KMnO4) 후 남아있는 유기물의 농도변화 

암배양 실험 기간 동안 TOC 및 POC, PO13C의 농도는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과망간산칼륨에 의해 산

화되지 않고 잔존하는 TOC 및 POC (non-oxidized TOC, 

Table 1.   Production rates (mean±standard deviation) of particulate organic carbon (PRPOC) and dissolved organic carbon (PRDOC) and spe-
cific production rates of particulate organic carbon (SPRPOC) and dissolved organic carbon (SPRDOC) at the sampling depth. 

Depth (m) PRPOC
 (μgC L-1 d-1) PRDOC

 (μgC L-1 d-1) SPRPOC
 (d-1) SPRDOC

 (d-1)

0 (100%)* 606±47 103±13 0.47 0.04
0.75 (50%) 633±34 99±11 0.50 0.04
2 (10%) 258±14 49±1.9 0.24 0.02
4.5 (1%) 19±1.1 9.4±0.58 0.02 0.004

*Numbers in parentheses indicate the % of surface PAR

Fig. 3.   Changes in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 (a), particulate nitrogen (PN) (b), dissolved organic carbon (DOC) 

(c), total organic carbon (TOC) (d), and relative contributions of POC and DOC to TOC (e, f) during the long-term dark incubation 
experiment. 13C or 15N (PO13C, P15N, DO13C, and TO13C) indicate photosynthetically-produced organic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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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13C, POC, and PO13C)의 농도는 비교적 일정한 값을 보

였다 (Fig. 4). 암배양 기간 동안 TOC의 산화율은 60~77%
로 암배양 기간에 따른 일정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던 반

면, POC 및 PO13C의 산화율은 각각 49~87%, 62~88%로 

TOC에 비해 변화가 컸으며 암배양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든 유기물 pool에서 산화제 처리 후 남아

있는 유기물 (non-oxidized OM)의 농도는 모델을 통해 산

출된 비 생분해성 유기물 (NBOM) 농도에 비해 낮았으며, 
NBOM 대비 non-oxidized OM의 평균비율은 TOC, DOC, 
POC, PO13C가 각각 36%, 37%, 41%, 38%였다 (Fig. 5). 

고     찰

1. 장기 암배양 실험을 통한 난분해성 유기물에 대한  

조류기원 유기물의 기여 규명

장기 암배양 시료 내 PO13C 및 P15N의 분해속도상수 (k)
는 이전 연구들 (Pett, 1989; Lee et al., 2016)과 유사한 값을 

보였으며, bulk POC 또는 PN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광합성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유기물이 더 쉽게 분해됨

을 의미한다. 그러나 TOC의 k값은 TO13C에 비해 높았으

며, DOC 역시 매우 높은 k 값을 보였다. 장기 암배양 시작 

Table 2.   Concentrations of organic matter (biodegradable organic matter, BOM; non-biodegradable organic matter, NBOM) and degrada-
tion rate constants (k) for different organic matter pools. A first-order exponential decay model was fitted to measured concentra-
tions vs. incubation time (day). 13C or 15N (TO13C, PO13C, and P15N) indicate photosynthetically-produced organic matter.  

BOM
(μg C or μg N L-1)

NBOM
(μg C or μg N L-1) k (d-1) R2 p

TOC 6,950 7,990 (53%)* 0.40 0.99 <0.01
TO13C 1,024 351 (26%) 0.17 0.94 0.03
POC 1,661 811 (33%) 0.10 0.97 0.02
PO13C 943 236 (20%) 0.14 0.96 0.02
PN 372 127 (25%) 0.11 0.91 0.04
P15N 70 14 (17%) 0.13 0.98 0.01
DOC 5,411 7,010 (56%) 0.67 0.98 <0.01

*Numbers in parentheses indicate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NBOM to organic matter.

Fig. 4.   Concentrations of total organic carbon (TOC) and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 PO13C) (a, b, c) and relative contributions of ox-
idized organic carbon and non-oxidized organic carbon to TOC and/or POC by KMnO4 treatment (d, e, f). PO13C indicate photosyn-
thetically-produced P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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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T0)에 DOC의 농도는 현장수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

았으며, DIC 농도는 약 4배 이상 낮았다. 이는 암배양 시작 

전 배양기 내 빛 조건 하에서 4일간 배양 시 활발한 조류 

광합성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13C 또는 15N 추
적자를 첨가하기 전 이미 다량의 DOM이 광합성하는 과정

에서 체외로 배출 (Extracellular Dissolved Organic Matter, 
EDOM)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T0 시점에 13C가 동

화되지 않은 조류기원 DOC (EDOM)의 비율이 매우 높았

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DOC 및 TOC의 빠른 분해로 이

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지수성장기의 단일 식물플랑

크톤 종을 이용한 생분해 실험 시 DOC의 k 값이 0.3~0.5
의 범위를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 (Chen and Wangersky, 
1996). 한편, 단일 규조류 시료에서 추출한 DOM과 cell 
debris (POM)를 이용하여 미생물에 의한 분해실험을 실

시한 결과, DOM이 POM에 비해 빠르게 분해됨이 보고

된 바 있다 (Ohnishi et al., 2004). 이는 미생물이 입자에 비

해 용존 형태의 조류기원 유기물을 더 빠르게 이용함을 의

미하며,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PO13C나 P15N의 k 값보다 

DOC의 k 값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Ogawa et al. (2001)은 글루코스나 글루탐산과 같이 쉽

게 분해되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48시간 이내에 사용

된 후 난분해성 유기물로 전환되어 1년 이상 분해되지 않

고 남아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암배양 시 

5일간 DOC가 빠르게 감소된 후 60일까지 비교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HIX 값은 5일째에서 60일째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였다. Hunt and Ohno (2007)는 DOM이 

분해될수록 쉽게 분해되는 특징을 가진 단백질계 용존 유

기물 (tryptophan-like DOM)은 감소하는 반면 DOM 내 방

향족 구조 및 HIX 값은 증가함을 보고한 바 있다. 다시 말

해 HIX의 증가는 DOM의 휴믹화, 구조적 복합도 증가, 난
분해적 특성 증가를 의미한다 (Cox et al., 2000; Kalbitz et 
al., 2000; Singh et al., 2014; Dong et al., 2017). 본 연구에

서도 암배양이 진행될수록 비록 용존 유기물의 농도는 유

사하지만 이들의 질적 조성은 계속 변하고 있을 것으로 사

료되며, DOM 내 난분해성 유기물의 비율이 증가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입자 및 용존 형태의 

조류기원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빠르게 사용 및 순환되

어 수계 난분해성 유기물의 양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aines and Pace (1991)는 담수 및 해양에서 수행된 16

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식물플랑크톤 광

합성 시 고정된 탄소의 약 13%가 용존 유기물 형태로 체

외 배출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암배양 실험 

초기 (T0)에 광합성에 의해 생성된 DO13C의 양은 TO13C

의 14%로 이전 보고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일차생산력 측

정을 위해 현장 배양한 시료 역시 DO13C의 생성속도가 

TO13C의 12% 수준이었다. 이렇게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

진 조류기원 유기물은 본 실험 조건에서 약 26%가 미생물

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비 생분해성 유기물의 형태로 잔존

하고 있었다. 2011년 5월 동일 지점에서 수행된 암배양 실

험에서는 TO13C의 20%가 비 생분해성 유기물의 형태로 

남아있었다 (Lee et al., 2016). 비록 본 연구에서는 시료 채

취 당시 현장의 미생물 양, 미생물 군집, 영양염 농도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이들 항목을 포함한 다

양한 생물화학적 요인들이 비 생분해성 유기물의 잔존비

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보완된 연구를 

통해 조류기원 비 생분해성 유기물의 양과 다양한 생물화

학적 요인들 간의 상호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산화제 처리를 통한 난분해성 유기물에 대한 조류기원 

유기물의 기여 규명

암배양 초기 (T0)와 5일째 산화율은 POC와 PO13C가 비

교적 유사한 반면,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진 15일, 28일, 60일째 시료의 산화율은 PO13C가 POC

Fig. 5.   Changes in concentrations of organic carbon, non-biode-
gradable organic carbon, and non-oxidized organic carbon 
for total organic carbon (a), dissolved organic carbon (b), 
particulate organic carbon (c), and 13C labeled particulate 
organic carbon (d).



난분해성 유기물에 대한 조류기원 유기물의 기여 199

에 비해 높았다. 이는 전체 POC에 비해 광합성을 통해 새

롭게 생성된 후 미생물에 의해 변형된 PO13C 내에 과망

간산칼륨에 의해 쉽게 산화되는 유기물이 더 많이 포함되

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KMnO4에 의해 산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입자성 유기탄소의 비율은 전체 POC와 PO13C 
모두 암배양 60일째 시료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TOC
의 경우 산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유기물의 비율은 5일

째 가장 높았으며, 시간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

다. 이는 암배양 기간 동안 용존유기물 내 휴믹지표 (HIX)
의 변화양상과 다소 상이하였다. Tirol-Padre and Ladha 

(2004)는 유기화합물에 따라 KMnO4에 대한 반응성이 다

르며, 일부 식물플랑크톤 (녹조류, 황조류, 와편모조류 등) 
세포벽의 주요 구성물질인 셀룰로스 (cellulose) (Parker, 
1964; Dawes, 1966; Karim and Round, 1967; Dodge and 
Crawford, 1970; Dodge, 1973)의 경우 미생물의 효소에 의

해 분해 (decompose)되지만, 과망간산칼륨에 의해서는 산

화 (oxidize)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암배양 

기간 동안 DOM을 구성하는 유기화합물 조성 차이에 의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많은 연구들에서 토양 내 쉽게 분해되는 (labile) 유기물

의 양을 측정할 때 과망간산칼륨법을 사용하고 있다 (Blair 
et al., 1995; Blair et al., 2006; Ngome et al., 2011). 비록 본 

연구에서 KMnO4 처리 후 남아있는 유기물의 조성과 관련

된 자료는 없지만, 과망간산칼륨에 의해 산화되지 않고 남

아있는 유기물은 난분해적 특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변형은 특히 입자성 

유기물에 대해 산화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암배양 초기 (T0) 유기물 농도에 대한 비 산화된 유기물

의 비율은 TOC 및 DOC, POC, PO13C가 각각 24%, 27%, 
13%, 12%였다. 반면, 60일 후 이들의 비율은 31%, 26%, 
51%, 38%였다. 이는 미생물 분해에 의한 유기물의 조성 

변화가 유기물 산화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

과이며, 특히 입자성 유기물에 대한 산화율이 가장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산화율의 변화는 결과

적으로 COD 값 변화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

는 CODMn의 산화율은 30~60%로 (Kim et al., 2013; Lee, 
2013), 그 범위가 비교적 넓다.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

는 이러한 CODMn 산화율의 큰 차이에 영향을 주는 하나

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암배양 전 기간 동안 비 산화

된 PO13C의 잔존은 조류기원 유기물이 산화제에 의해 산

화되지 않고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변형된 

조류기원 유기물이 COD 값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유기

물 지표 간 격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 생분해성 및 비 산화된 유기물의 양은 조사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생분해 이후 남아있는 유

기물의 비율이 남조류에 비해 규조류에서 높게 보고된 결

과 (Hanamachi et al., 2008)를 고려하면 광합성을 통해 생

성되는 유기물 양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사 시기에 따라 우

점하는 식물플랑크톤 그룹의 변화 역시 전체 유기물에 대

한 조류기원 난분해성 유기물의 기여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규조류가 우점 (개체수 

기준 약 73%, 미발표 자료)하고, 식물플랑크톤 1차 생산력

이 높은 5월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 실험의 결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팔당호 난분해성 유기물

에 대한 조류기원 유기물의 기여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효과적인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원의 유기물이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당량의 

광합성 산물은 식물플랑크톤에 의해 매일 생성되고 있지

만, 이들이 수계 내 난분해성 유기물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13C 및 15N 추적자 첨가 

실험을 통해 조류기원 유기물이 생분해 (60일, 암배양) 및 

산화제 (과망간산칼륨) 처리 후 분해되지 않고 잔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생분해 실험 결과 광합성을 통해 생

성된 총 유기탄소 (TO13C), 입자성 유기탄소 (PO13C), 입자

성 질소 (P15N)는 각각 26%, 20%, 17%가 비 생분해성 유

기물로 잔존하였다. 또한 상당량의 PO13C가 과망간산칼륨

에 의해 산화되지 않고 잔존하였다 (초기: 12%, 60일 암배

양 후: 38%). 이는 미생물에 의해 사용된 후 남아있는 조류

기원 유기물이 난분해성 유기물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또한 미생물에 의해 변형된 조류기원 유기물의 양은 

COD 산화율 및 유기물 지표 간 격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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