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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부착조류는 하천생태계에서 주요한 일차생산자로서 다

양한 기질에 부착하여 높은 생물량과 생산력으로 생태계

의 먹이사슬 근간을 이룬다 (Stevenson, 1996). 부착조류의 

생물량은 광량과 유속에 비례하고 (Mclntire and Phinney, 
1965; Mclntire, 1966), 기질의 종류에 따라 부착조류 성장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생물량 증가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Thomas and David, 1983), 기질 표면의 거칠기에 따른 생

물량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Goldsborugh 
and Hickman, 1991). 

생태계 (ecosystems)의 생지화학적 (biogeochemical) 특성

에 따라 부착조류는 전체 유기물 (organic matter) 생산력의 

13C 추적자를 이용한 팔당호 수변역 부유 및 부착조류의 일차생산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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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량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Wetzel, 
1990). 부착조류의 생산력은 물리, 화학적인 수괴 상태 

(water conditions)와 수층 구조 (aquatic system)의 형태학적

인 요인에 좌우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Wetzel, 1983). Engle 
and Melack (1993)의 보고에 의하면, 부착조류의 성장 속도

는 용존영양염류 (dissolved nutrients)와 주변 강으로부터 유

입되는 부유 퇴적물 (suspended sediment)에 의해 결정된다. 
부착조류와 부유조류는 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른 대사활성

도 차이가 크고 성장과 사멸과정이 매우 짧기 때문에 호수 

내 물질 생산과 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damus 
and Stockwell, 1983). 국내에서의 부착조류에 대한 기능

적 연구로는 인공기질에 따른 사상성 부착조류의 성장 요인 

(Park et al., 2006), 인공습지에서 갈대부착조류의 유기물생

산력 (Choi et al., 2009), 낙동강 수계 내 청수성 부착조류 분

포특성 (Jo et al., 2014),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한 부착조류 먹

이기원 추적 (Gal et al., 2012)과 조류 (algal) 유래 유기물의 

생분해능 (Lee et al., 2016) 등이 수행되었지만 13C 추적자를 

이용한 현장에서의 일차생산력 비교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시도된 부착조류 및 부유조류의 지표

색소 (diagnostic pigment) 및 보조색소 (accessory pigment)
의 생산속도 (carbon production rate) 결정은 국내에서 최초

로 시도 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추후 광합성 효율 및 일

차생산력에 기여하는 식물플랑크톤 군집을 파악하는 데 이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행연구 사례를 보면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당 탄소 흡수율 (carbon uptake)을 가

늠할 수 있는 지표로 assimilation number (carbon uptake 
rate normalized to chl. a)가 사용되었으며, 식물플랑크톤

의 생리상태 (physiological state)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였

다 (Cloern et al., 1995). 또한 방사성동위원소인 14C를 표지

한 식물플랑크톤 색소 (carotenoid, chlorophyll pigment)를 

통해 군집별 성장률 및 생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결

과들이 보고되었다 (Redalje and Law, 1981; Goericke and 
Welschmeyer, 1993; Pinckney et al., 1996; Morabito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방사붕괴를 하지 않는 탄소 안정동위원소 

(13C)를 이용한 현장 배양실험을 통해서 Chl a 및 Carotenoid 
색소에 직접 표지 (labeling)하여 부유조류와 부착조류의 광

합성 효율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부착조류와 부유조류의 일

Fig. 1. A map showing a study area in the Lake Pal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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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생산력을 비교함으로 하천 생태계 내 공급되는 유기물의 

기여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지역 및 조사시기

팔당호는 1973년 북한강과 남한강 그리고 경안천의 세 지

류가 모이는 지점에 댐을 건설하여 이루어진 인공호로 전형

적인 하천형 호수이다. 본 연구는 한강물환경연구소 앞 수변

지역의 부착생물 (periphyton)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1개 정

점을 선정하여 2011년 4월 27일부터 5월 24일까지 수심 0.7 

m 현장에 인공기질을 설치하였다 (Fig. 1). 부착조류 배양실

험에 이용된 모든 기질은 부착생물의 부착이 용이하도록 사

포를 이용하여 거칠기를 주었으며 부착조류의 일차생산력 

및 색소조성 측정을 위한 인공기질은 15 cm × 1 cm의 HDPE 
소재의 바 (bar)를 사각형 tray에 줄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Fig. 2a).

2. 부착조류의 일차생산력 측정

부착조류의 일차생산력 산정은 1 L PC Bottle에 부착조류

가 부착된 바 (bar)를 넣고 현장수를 미리태운 (450°C, 4시간) 
45 mm GF/F 여과지로 여과한 후 NaH13CO3

 (98%)를 첨가

하여 현장에서 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Fig. 2b). 배양 후 부

착조류는 주걱 (spatula)을 이용하여 인공기질로부터 분리 후 

동결 건조하였다. 건조된 시료는 무게 측정 (dry weight) 후 1 

N 염산을 이용하여 무기탄소를 제거하였으며, 시료는 주석 

(tin) 캡슐에 싼 후 원소-질량분석기 (EuroEA-Isoprime irms, 
GV instruments, UK)로 분석하였다. 

또한, 수층 내 존재하는 부유조류의 1차 생산력과 비교하

기 위하여 동일 지점에서 표층수 300 mL를 채수 후 대형동물

플랑크톤을 제거하기 위해 100 μm 망목으로 거른 후 부착조

류 시료와 동일조건 하에 현장 배양을 실시하였다. 배양이 끝

난 부유조류의 시료는 25 mm GF/F 여과지로 여과한 후 진한

염산 증기로 무기탄소를 제거 후 원소-질량분석기 (EuroEA-
Isoprime irms, GV instruments, UK)로 분석한 후 Hama et 
al. (1983)의 계산식에 따라 일차생산 속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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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s : 배양 후 입자성 물질의 13C 원자 비율 (%)
ans : 배양 전 자연상태의 13C 원자 비율 (%)
aic : 배양병 내 용존무기탄소의 13C 원자 비율 (%)
t : 배양시간

POC (t) : 배양시간 동안 입자성유기탄소 농도

ΔPOC (t) : 배양시간 동안 입자성유기탄소 농도 증가량 

단위 Chl a당 일차생산력 (Chl a specific production rate: 
Chl a SPR)은 일차생산력을 단위면적당으로 계산된 Chl a
의 함량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3. 부유조류 및 부착조류의 색소생산력 측정

부착조류와 부유조류의 색소분석을 위한 시료는 고성능 

Fig. 2.   Description of in situ culture experiment through periphyton photosynthesis using 13C tracer (a) cultivation substrate size (b) 13C  
enrichment condition.

Table 1. HPLC system and solvent gradient (Jeffrey et al., 1997a).

HPLC/
Collector Agilent 1200s

Column ZORBAX Eclipse XDB-C18 column 
(250 × 4.6 mm, 5 μm)

Solvent A 80:20 Methanol : 0.5 M ammonium acetate
Solvent B 90:10 Acetonitrile : D.I Water
Solvent C Ethly acetate

*D.I Water: Deionized Water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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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
graphy; HPLC (Agilent, Technologies 1200 series, US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현장 배양된 부착조류

의 색소는 플라스틱 바 (bar)에 부착되어 있는 조류를 주

걱 (spatula)을 이용하여 분리 후 동결 건조하였다. 건조

된 시료는 무게 측정 (dry weight) 후 테프론 Bottle에 넣고 

100% 아세톤 5 mL 첨가하여 Ultrasonic sonicator (30 sec, 
50 W)를 이용하여 분쇄 후 냉 암소에서 12시간 추출하였

다. 분쇄 시 손실을 보정하기 위하여 Cantaxanthin (Internal 
Standard) 100 μL을 첨가하였다. 현장 배양된 부유조류의 

색소 또한 채수 후 450°C에서 4시간 태운 47 mm GF/F 여
과지로 여과한 후 부착조류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였

다. 아세톤을 이용하여 추출된 시료는 Syringe filter (PTFE, 
0.20 μm Hydrophobic)를 이용하여 여과 후 1 mL을 취하

여 Water packing (300 μL 3차 증류수 혼합)하여 분석하였

다. HPLC System과 분석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각 지표색소의 피크 동정은 Standard pigment와 Retention 
time (R.T)을 비교하여 결정하였으며, 분석색소의 약어는 

SCOR 규정 (Chlorophyll a : Chl a, Chlorophyll c2 : Chl c2, 

Fucoxanthin: Fuco)에 따라 표기하였다.
Standard pigment는 Chl a (Sigma-Aldrich Co.), Chl c2, 

Fuco, (DHI Inc., Denmark)를 이용하였다. 표준색소의 정량

식은 흡광계수 (Jeffrey et al., 1997b)를 이용하여 Park et al. 

(1997)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식물플랑크톤 색소의 생산력 측정을 위한 시료는 각 색

소를 R.T (retention time)와 최대 흡광도에 따라 fraction 
collector (Agilent, G1364C/FC, USA)를 이용하여 분취하

였고, 다시 2 mL micro tube에 옮긴 후 미리 태운 GF/F 필
터 조각을 tube에 넣은 후 centrifugal evaporator (EYELA, 
CVE-200D)를 통하여 추출용매 (solvent)를 완전 제거 후 

색소를 흡착시켰다. 이후 주석 (tin) 캡슐에 시료를 싼 후 원

소-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각 compounds 내 13C 값을 측

정하였다. 이후 Hama et al. (1983)의 식을 응용한 Ha et al. 

(2012, 2014)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각 compound의 생산 속

도 (SPR)와 Chl a의 turnover rate를 구하였다. 

                       ais-ans
ΔSPR(t) = SPR × -----------� (2)
                       aic-ans

Fig. 3.   Primary productivity and Chl a specific production rate (Chl 
a SPR) of periphyton and phytoplankton in the Lake Paldang.

(a)

(b)

Fig. 4.   Pigment production rate of (a) periphyton and (b) phyto-
plankton in the Lake Paldang.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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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t): 배양시간 동안 광합성으로 생성된 지표색소의 탄

소량

ais: 배양된 각 지표색소의 13C 원자 비율 (%)
ans: 배양전 각 지표색소의 13C 원자 비율 (%)
aic: 배양병 내 용존무기탄소의 13C 원자 비율 (%)
SPR: 배양 종료시 각 특정 지표색소의 탄소 농도

                        ais-ans      1
Turnover rate (t) = -----------× --- (3)
                        aic-ans      t

또한 본 연구결과의 평균값 (mean values) 및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s) 범위는 3개의 replicates를 계산해서 

얻어진 결과이다.

연구 결과

1. 일차생산력

부착조류의 단위면적당 일차생산력은 28.15 (±3.93) 
mgC m-2 d-1의 값을 보였으며, 같은 정점에서 실시된 수층 

내 부유조류의 일차생산력은 0.14 (±0.05) mgC m-2 d-1의 

값을 보였다 (Fig. 3a). 
단위 Chl a 당 일차생산력은 부착조류의 경우 0.35 (±

0.07) mgC mg Chl a-1 d-1로 부유조류의 단위 Chl a 당 일차

생산력 0.17 (±0.01) mgC mg Chl a-1 d-1 보다 약 2배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3b). 부착조류의 생산에 의한 유기

탄소 순환속도 (turnover rate)는 0.34 (±0.04) day-1로 약 3
일의 순환 속도를 보이고, 부유조류의 탄소고정에 의한 입자

성유기탄소 순환 속도는 0.58 (±0.23) day-1로 약 2일의 순

환 속도를 보였다 (Fig. 5a).

2. 광합성 색소 생산력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된 부착조류와 부유조류의 광합성 

색소 생산력은 일차생산력과 유사하게 부착조류의 Chl a 생
산력이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Fig. 4a), 단위 Chl a의 농

도 또한 부착조류 (average = 86.01±2.14 μg L-1 )가 부유

조류 (average = 1.87±0.07 μg L-1 )에 비해 매우 높은 결과

를 보였다. 부착조류의 Chl a의 생산력은 2.53 (±0.09) ngC 

m-2 d-1의 값으로 부유조류의 Chl a의 생산력 0.023 (±0.58) 
ngC m-2 d-1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착조류의 경우, Fucoxanthin (Fuco)의 생산력은 

0.12 (±0.002) ngC m-2 d-1이고, Chl c2의 경우 0.23 (±
0.01) ngC m-2 d-1을 각각 보이고 있다 (Fig. 4a). 이러한 경

향은 부유조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유조류

의 Fuco의 생산력은 0.002 (±0.0008) ngC m-2 d-1이고, Chl 
c2는 0.01 (±0.002) ngC m-2 d-1 값을 보이고 있다 (Fig. 4b). 
HPLC를 이용하여 분리 정제된 순수 Chl a 및 보조색소인 

Fuco와 Chl c2의 생산력은 부착조류와 부유조류의 일차생

산력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착조류와 부유조류의 

Chl a의 turnover rate는 부착조류가 0.015 d-1의 속도로 부

유조류 (0.005 d-1)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Fig. 5b).

고     찰

1. 부착조류와 부유조류의 일차생산력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13C 추적자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부착조류의 일차생산력 및 부유조류의 일차생산력

을 측정하여 비교 고찰하였고, 미세조류의 색소 (Chl a, Fuco, 
Chl c2)의 단위 시간당 생산력을 탄소 안정동위원소 추적자

Fig. 5. Organic carbon turnover rate (a) and Chl a turnover rate (b) in the Lake Paldang.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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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팔당호 수변 지역의 부착조류의 생

산력은 같은 수역의 부유조류에 비해 상당히 높은 탄소고정

속도 (carbon uptake rate)를 보이고 있다 (Table 2). 이러한 결

과를 보이는 것은 조류의 생체량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수변 지역에서의 광 제한성과 수위의 변동, 퇴적

물과 수괴 간의 상호작용 (interaction), 그리고 무기염류와 유

기염류 간 상호교환작용 (exchange)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Wetzel, 2001).
호수 수변 수역의 미세조류 (부유조류 및 부착조류)들은 호

수 중앙 수역의 부유조류의 생산력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생

산력을 보인다.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2010년 5
월 팔당댐 앞 정점에서 부유조류의 일차생산력은 1,397 mgC 

m-2 d-1로 수변 지역의 부유조류에 비해 매우 높은 생산력을 

보였다 (Table 2). 이는 수변 지역에서의 부유조류는 환경적 

요인 및 부착조류와의 경쟁에 의해 매우 낮은 생산력을 보이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호수 수변 

수역에서의 부유조류와 부착조류 간 생산력 차이는 부착조

류의 생산력이 부유조류에 비해 50배 이상 높은 지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유조류의 생산력에 비해 낮은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Table 2). Lawrence 호의 경우, 부착조류의 유

기탄소가 호소 내로 유입되는 주된 유기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역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호수의 생산성에 약 4분의 3
을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Wetzel et al., 1972). 반대로 

Neusiedlersee 호와 같은 경우, 부착조류의 유기물 생산이 호

수 내 생산성에 적은 기여도를 보이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Khondker and Dokulil, 1988). 따라서 호수 수변 지역의 부

착조류는 서식 환경조건 및 호수의 형태학적 특성에 따라 일

차생산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Wetzel, 2001). 

2. 부착조류와 부유조류의 지표색소 생산속도

식물플랑크톤은 다양한 지표색소를 가지고 있으며 색소

분석을 통해 강 (class) 수준에서의 군집 조성을 알 수 있다 

(Jeffrey et al., 1997a, b; Schluter et al., 2000; Gibb et al., 
2001). 

기존 국내 연구에서는 13C 추적자를 이용하여 일차생산력 

(총 탄소고정속도)을 산정 하였으나 (Lee et al. 2006, 2011; 
Min et al. 2011, 2012), 본 연구에서는 각 군집별 생산력 및 

생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착조류 및 부유조류의 지표색

소에 13C 추적자를 이용하여 분자화합물 수준의 생산력을 

측정하여 미세조류의 군집별 생산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

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Fig. 4). 
현장 배양실험을 통해 얻어진 부착조류의 규조류 지표색

소인 Fuco의 생산속도는 Chl a 생산속도에 4.6 (±0.3)%를 

나타내었으며, 부유조류의 Fuco의 생산은 5.8 (±1.2)%의 

상대적인 비율을 보였다. 조류간 Chl a의 turnover rate 결과

에서 부착조류가 부유조류 보다 3배 이상 빠른 결과를 보여 

생체량 차이 외에도 생리활성도 차이가 일차생산력에 영향

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5b). 각 조류의 일차생산력

과 지표색소 간 생성속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식물플랑크

톤 군집 조성에 따라 지표 색소의 상대적인 기여도가 다를

수 있고 여러 환경인자 (영양염과 자외선)에 의해 생성유기

물이 편향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조류 중 규조류의 대표 색소 Fuco와 

Chl c2의 생산속도만 측정함으로써 종 간의 차이는 확인하지 

Table 2. Comparison of primary productivity of periphyton and phytoplankton in each area.

Region Primary productivity 
(mgC m-2 d-1) References Remarks

Lawrence, US

Phytoplankton 118.9 Wetzel et al., 1972 14C methodsPeriphyton 2001

Neusiedlersee, Austria
Phytoplankton (Littoral) 20 Khondker and Dokulil, 1988 Various methodsPeriphyton 11.6

Eagle, US

Phytoplankton 356 Huntsinger and Maslin, 1976 Oxygen and biomass techniquesPeriphyton 1153

Paldang, Korea
Phytoplankton (Riparian area) 0.14 This study, 2011

13C methodPeriphyton 28.1
Phytoplankton (Dam station) 1,397 Unpublished dat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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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으나, 규조류 생산속도나 생리활성도를 부유조류와 

부착조류의 일차생산력 (총 탄소고정속도) 결과를 비교 제

시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분류지표 보조색소 (taxominic 
associate prigment) 분석을 통하여 조류 분류 강 (class)별 탄

소고정속도 및 일차생산력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적     요

팔당호 수변지역 내 부유조류와 부착조류의 일차생산력

은 부착조류의 일차생산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변

지역이나 하천에서는 부착조류에 의한 유기물 생성이 주요

한 수생태계 에너지 공급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표색소의 생산속도 분석결과

가 제시되었는데 향후 일차생산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조

류의 총 일차생산력으로 국한된 측정 방법을 좀 더 세분화

하여 특정 조류의 기여도 및 개별 생산력을 판단하는 데 유

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기여도 연구구상 및 설계: 허진 & 신경훈 & 민준오 & 
하선용, 자료수집 및 분석: 민준오 & 하선용, 해석: 민준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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