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pISSN: 1225-4517  eISSN: 2287-3503
29(5); 531~539; May 2020 https://doi.org/10.5322/JESI.2020.29.5.531

1)1. 서 론

하천은 해양으로 이어지는 전지구적 탄소순환에서 중

요한 구성요소이며, 상류에서 하류로 이어지는 하천 내 

탄소 유기물 분포의 특징은 수온, 유폭, 유량, 유속, 수심 

등의 물리․화학적 요인과 외부물질 유입의 영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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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understand the composition, quantity, and quality of Suspended Particulate Organic Matter (SPOM) in the Gangneung 

Namdae Stream, Korea, we examined spatiotemporal variations in water temperature, salinity, chlorophlly a (Chl a),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 and nitrogen (PON), and carbon stable isotope (δ13C) of SPOM at six stations in June 
(pre-monsoon), July (monsoon), and September (post-monsoon) 2017. With increasing precipitation, the average POC and 
C/N values increased significantly in July than in June. In September, the values decreased with decreasing precipitation. The 
δ13C values showed irregular spatiotemporal fluctuations among the stations and periods, thereby suggesting a greater 
contribution of autochthonous organic matter to the pool of SPOM than that of allochthonous organic matter derived from 
upstream. In addition, the large and irregular changes in POC, C/N ratio, C:Chl a, and δ13C compared to that of PON were 
observed for all periods among the stations, indicating a serial discontinuity of the stream.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Gangneung Namdae Stream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increase in freshwater discharge caused by heavy rainfalls 
during the summer monsoon and post-monsoon periods.

Key words : Gangneung Namdae Stream, Particulate organic carbon, Particulate organic nitrogen, Carbon stable isotope, 
Carbon/Nitrogen ratio, Chlorophyll a, River continuum, Serial dis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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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나타난다(Vannote et al., 1980). 더욱이 도심

하천의 경우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하천 환경이 급격

히 변하여 수역별 생태계 입자유기물질 구성과 생물상 

그리고 그 구조와 기능 또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강릉 남대천은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일대의 지류가 모

여 강릉시내 중심을 지나 남항진동에서 동해로 유출되는 

하천으로 호소, 댐 등의 지형지물과 도심의 영향으로 생

물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

다(Yoon and Kim, 1998). 강릉 남대천의 수환경 또는 

생태계 관련 연구는 수질 및 미생물(Choi et al., 1993; 
Park et al., 1994; Yoon, 2003), 대형저서동물의 분포

(Hong et al., 2004), 그리고 어류군집(Song et al., 
2005; Byeon and Oh, 2015; Kim and Lee, 2018) 등이 

수행되었으나, 강릉 남대천에서 탄소순환을 이해하기에

는 내륙 하천에 비해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먹이

망의 근간이 되는 식물플랑크톤이나 부유입자유기물질 

거동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하천의 입자유기물질의 대부분은 토양, 육상식물 그

리고 식물플랑크톤 및 저서조류에 기원하며, 이들의 화

학적 특성은 생태계 내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Onstad et al., 2000; Kendall et al., 
2001; Keckeis et al., 2003). 특히, 수서곤충과 같은 1차 

또는 2차 소비자가 하천생태계 내에서 종 및 개체수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양단계의 저차 소비자

의 주요 먹이원인 입자유기물질의 거동은 하천생태계 구

조와 기능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Williams 
and Feltmate, 1992). 입자유기물질은 유역 등 주로 육

상에서 유입되는 것(타지성, allochthonous)과 식물플랑

크톤이나 부착조류 등에 의해 내부에서 자체 생산되는 

것(원지성, autochthonous)으로 나뉘며, 탄소 및 질소 조

성비와 탄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그 기원을 구분

할 수 있다. 안정동위원소비 값은 동위원소의 질량 차이

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지화학적인 반응에 따라서 물질 

내 그 비율 달라지는 분별효과를 가진다(Lajtha and 
Marshall, 1994). 이러한 분별 효과로 인해 지구화학적 

추적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탄소 안정동위원소비 값

은 물질의 기원과 생성환경을 해석하는데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Kendall et al., 
2001; Delong and Thorp, 2006).

하천 내 입자유기물질은 유역의 물리․화학 특성 및 강

수의 영향에 의해 분포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적은 강

수량과 하구역에 형성되는 모래톱 등으로 인해 유속이 

느려져 하천수가 정체되면 식물플랑크톤 등에 의한 원지

성 부유입자유기물질의 기여가 높아질 수 있으며, 장마

와 같이 강우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유역으로부터 유입된 

타지성 부유입자유기물질의 기여가 증가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장마 전(pre-monsoon), 장마(monsoon), 
그리고 장마 후(post-monsoon)에 강릉 남대천의 부유입

자유기물질 내 입자유기탄소 및 질소의 함량과 탄소 안

정동위원소를 분석하여, 부유입자유기물질 변동 및 기원

을 파악하고 하천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대상 개요

2017년 5월, 7월, 그리고 9월에 강릉 남대천에서 강릉

시 입구에서부터 시내 중심을 지나 동해와 연결되는 하

구역까지 7개 정점에서 조사하였다(Fig. 1). 수심이 얕고 

유폭이 좁은 N1 정점에서부터 N2 정점을 거쳐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N3 정점으로 갈수록 유폭이 넓어지고 수

심 또한 깊어진다. 제방을 지나 N4 정점에서는 유폭과 

수심이 급격히 줄어들며, N5 정점에서 하구역인 N6 정
점으로 흐르면서 다시 유폭과 수심이 증가한다. N7 정점

은 하천과 해수의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곳을 선정

하였다.

Fig. 1. Study sites in the Gangneung Namdae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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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온, 염분, 그리고 강수량

현장 조사는 N1 정점에서부터 N7 정점까지 순차적으

로 이루어졌으며, TS meter로 수온 및 염분을 측정하고 

무균 채수병에 채수하였다. 조사지역의 강수량은 국가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서 수집하였으며, 
해수온은 국립해양조사원 실시간해양관측정보시스템에

서 제공하는 경포대해수욕장 해양관측부이 자료를 사용

하였다.

2.3. 클로로필 a

채수 시료 200 ~ 500 ml은 chlorophyll a (Chl a) 측
정을 위해서 각각 Whatman GF/F (pore size: 0.7 μm) 
여과지로 거른 후 분석 전까지 냉동(-80℃) 보관하였다. 
여과시료는 30일 이내에 90% 아세톤 5 ml로 12시간 동

안 냉암소에서 추출한 후 초음파 분쇄기로 여과지를 분

쇄하고 2,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

을 분석용기에 담아 Turner Designs Trilogy 형광측정

기(Turner Designs, In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4. 입자유기탄소, 입자유기질소, 그리고 탄소 안정동위

원소

입자유기탄소(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와 

입자유기질소(Particulate Organic Nitrogen, PON) 분
석을 위해 채수 시료 200 ~ 500 ml을 200 μm 망지로 거

대 입자물질을 제거한 후 GF/F (직경 25 mm) 여과지에 

여과하였다. 여과 시료는 1N HCl 훈증법으로 탄삼염을 

제거한 후 항온 건조기(60℃)에 건조시켜 원소분석기

(Vario MICRO Cube; Elementar Analysensysteme 
GmbH)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부유입자유기물질(suspended particulated organic 
matter)의 탄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분석을 위해 채수 시

료 1000 ml 가량을 200 μm 망지로 거대 입자물질을 제

거한 후 GF/F (직경 47 mm) 여과지에 입자물질을 포집

하였다. 여과 시료는 건조 후 원소분석기와 연결된 안정동

위원소 질량분석기(CF-IRMS; Isoprime 100; IsoPrime 
Lt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sample)가 가지는 탄소 안정동위원소비 값은 아

래 식과 같이 표준물질에 대한 시료의 그 비값 변위를 천

분율 (‰)로 나타내어 δ 기호로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한 탄소 표준물질(standard)은 PDB(Pee Dee 

Belmnite) 국제표준 기준을 사용하였다.

δ13C (‰)  = 〔  










 － 1 〕 × 1000 

본 연구에서 탄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한 carrier 
gas로는 헬륨 (He) gas를 이용하였고, 원소분석기의 온

도를 1150℃로 조절하여 모든 유기물을 완전 연소시킨 

후 CO2와 N2 가스를 헬륨으로 안정동위원소 질량분석기

로 주입하여 각 원소를 측정하고 위의 식에 따라 국제 표

준에 맞는 동위원소 비값을 계산하였다. 분석값은 안정

동위원소비 값을 알고 있는 표준물질[8542 ANU, δ13C 
= －10.47 ± 0.13‰,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을 이용하여 정밀도와 재현성

을 확인하였다.

2.5. 분석자료의 처리

입자유기탄소(POC) 농도의 강수 전과 후의 비교를 

위하여 t-검증(student’s t-test)을 수행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은 입자유기질소(PON) 농
도의 계절간의 비교에 사용하였으며, POC와 Chl a의 무

게비(C:Chl a)의 계절 비교를 위해 로그 변환으로 정규분

포화하여 분석한 후 Tukey’s HSD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s)으로 사후 검증하였다(SPSS, package, 
Chicago, IL).

3. 결 과

3.1. 물리화학적 환경 요인

2017년 강릉지역의 강수와 기온의 연 변동 양상은 뚜

렷한 몬순기후의 특징을 나타내었다(Fig. 2). 2017년 평

균기온은 7월에 26.8℃로 가장 높았으며, 경포대 해수욕

장 수온은 8월과 9월에 각각 24.1℃와 23.6℃로 높게 관

측되었다. 강수량은 장마 전인 1월과 6월 사이에는 월평

균  50 mm 이하였으며 장마인 7월과 8월에 강수량은 각

각 238 mm와 444 mm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장마 후인 

9월에 46 mm로 다시 크게 감소하였다.
강릉 남대천에서 수온은 6월 17.4 ~ 22.9℃, 7월 19.6 

~ 27.0℃, 그리고 9월 22.0 ~ 25.0℃ 범위로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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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A). 동해안과 접해있는 N7정점을 제외하면 기온

이 가장 높고 강수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7월에 강릉 남대

천 평균 수온(평균 ± 표준편차, 25.8 ± 1.06℃)이 가장 

높았다. 조사 정점 중 N7정점에서 6월과 7월에 낮은 수

온이 관측되었으나, 해수온이 높았던 9월에는 23.7℃로 

비교적 높게 기록되었다. 둑을 지나 수심과 유폭이 좁아

지는 N4 정점은 조사기간 중 주변 정점과 비교하여 수온

이 낮았다. 
염분은 조사기간 중 도심에 위치한 N1 ~ N5 정점에

서는 0.2 이하로 관측되었으며, N6 ~ N7 정점에서는 하

구역의 특징인 염분 경사가 뚜렷하게 관측되었다(Fig. 
3B). N7 정점에서 염분은 강수량이 적었던 6월에 29.8
로 관측되었으며, 강수량이 증가했던 7월에 21.2로 감소

하였다가 9월에는 27.2로 다시 증가하였다. 

3.2. 부유입자유기물질의 생지화학적 특성

POC 농도는 6월, 7월, 그리고 9월에 각각 133 ~ 367, 
292 ~ 543, 그리고 167 ~ 531 μg l-1의 범위로 측정되

었다(Fig. 3C). N1 ~ N5 정점에서 6월 POC 농도는 332 
μg l-1(210 ± 90 μg l-1)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강수량이 

증가했던 7월의 POC 농도는 388 μg l-1(455 ± 61 μg 
l-1) 이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test, P < 0.05). 반
면, 하구역에 위치한 정점 N6 ~ N7에서는 조사 시기에 

따른 POC 농도의 변동이 비교적 적었다. 강수량이 다시 

줄어든 9월 N1과 N2 정점에서 500 μg l-1 이상으로 

POC 농도가 높았으나, 정점 3에서 200 μg l-1 이하로 급

격히 감소한 후 하구역 정점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PON 농도는 6월, 7월, 그리고 9월에 각각 16 ~ 65, 

25 ~ 55, 그리고 13 ~ 68 μg l–1의 범위로 분포하였으며, 
POC 농도의 시공간 변동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Fig. 
3D). 하지만 조사 시기에 따른 평균 POC 농도의 변동과

는 달리 PON 농도는 강수에 의한 유의한 변동이 관측되

지 않았다(one-way ANOVA, P > 0.05).
Chl a 농도는 6월과 9월에 각각 1.0 ~ 13.8 그리고 

0.5 ~ 12.6 μg l–1 범위에 분포하여 공간적 변동이 크게 

나타난 반면 7월에 Chl a 농도는 0.9 ~ 5.8 μg l–1 범위로 

측정되어 공간적 변동이 가장 적었다.(Fig. 3E). 동해와 

인접한 N7 정점에서는 조사 시기에 따른 Chl a 농도 변

화가 크진 않았지만, 염분경사를 보인 N6 정점에서는 6
월과 9월에 12 μg l–1 이상의 높은 농도가 관측되어 생물

생산이 높은 하구역의 특징을 보였다.
C/N ratio 값은 6월 4.9 ~ 9.9, 7월 9.1 ~ 17.4, 그리고 

9월 6.2 ~ 14.9 범위로 분석되었다(Fig. 3F). N1과 N2 
정점에서 조사시기 별 C/N ratio 값의 변동 폭(8.9 ~ 
10.8)이 가장 좁았다. C/N ratio 평균값은 강수량이 적었

던 6월 7.0 (±2.1)에서 강수량이 증가했던 7월 그 값이 

12.4 (±2.9)로 증가하였다가 9월에 다시 10.7 (± 3.1)로 

감소하였다. 
C:Chl a 값은 7월과 9월에 각각  65 ~ 458과 29 ~ 

742 범위에 분포하여 큰 공간적 변동이 관측되었으며, 6
월에는 이 비값이 24 ~ 191 범위에 분포하여 유의한 변

동이 관측되었다(one-way ANOVA, P < 0.05, Tukey’s 

Fig. 2. Monthly variations in precipitation, air temperature, and sea water temperature of Gyeongpo beach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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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D, 6월<7월=9월).
부유입자유기물질(SPOM) 내 탄소 안정동위원소비 

값(δ13C)은 불규칙한 시공간적 변동을 보이며 6월, 7월, 
그리고 9월에 각각 －28.8 ~ －25.3, －28.9 ~ －23.5, 
그리고 －30.5 ~ －24.1 ‰ 사이에 분포하였다(Fig. 3H). 
강수 등 계절에 의한 δ13C의 변동이 N7번 정점에서 가

장 크게 나타났지만, 11월에 N6 ~ N7에서 관측된 δ13C
을 제외하면, 국내 하천에서 보고된 SPOM의 δ13C 범위

와 일치하였다(Table 1).

4. 고찰

4.1. 강수에 의한 강릉 남대천 물리환경 및 부유입자유

기물질 특성 변동

본 조사를 통하여 강수에 의해 강릉 남대천의 물리환경

과 부유입자유기물질의 생지화학적 특성이 크게 변하고 

Fig. 3. Spatiotemporal variations in temperature (A), salinity (B), POC (C), PON (D), Chl a (E), C/N ratio (F), C:Chl a, 
and δ13C (H) at the stud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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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강수량이 적은 6월과 9
월에 동해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N7 정점에서의 수온과 

동해의 수온은 0.5℃ 이내의 차이를 보인 반면 장마가 시

작되어 강수량이 증가한 7월에는 약 2℃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Fig. 2, Fig. 3A). 또한, N7 정점에서 염분은 6월
에 비하여 7월에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강수량의 증가로 

인해 동해로 유출되는 유량이 증가하고 하천 내 부유입

자유기물질의 거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암시한다. POC와 PON 농도 그리고 C/N ratio의 시공

간 변동을 비교해보면, POC 농도와 C/N ratio의 경우 6
월에 비하여 7월에 그 값들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PON 
농도의 분포 범위는 6월과 7월이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

과들은 강수에 의한 하천 생태계의 물리환경 변화가 연

쇄적으로 부유입자유기물질 내 생지화학적 특성의 변화

를 초래한 것을 의미한다. 식물플랑크톤의 C/N ratio 값
은 일반적으로 3 ~ 9 범위에 분포하며, 육상기원의 부유

입자유기물질의 이 비값은 토양과 육상식물의 영향으로 

12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낸다(Parsons et al., 1961; 
Pocklington and Leonard, 1979; Cauwet, 1981). 또한, 
유기쇄설물질이 증가하게 되면 부유입자유기물의 C/N 
ratio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uwet, 1981; 
Kwon et al., 2002). C:Chl a 값의 계절 변동에서도 

POC에 대한 유기쇄설물 기여가 다른 두 조사 시기와 달

리 6월에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Chl a 값은 

100 이하일 때 부유입자유기물질은 주로 식물플랑크톤 

기원임을 나타내며, 200 이상 값이 증가할수록 유기쇄설

물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Hunter and Laws, 
1981). 따라서 강릉 남대천에서 장마 기간 강수량이 증

가함에 따라 탄소 함량이 높은 토양 혹은 육상 식물 기원

의 타지성 유기쇄설물이 하천으로 보다 많이 유입되고 

하류로 전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4.2. 강릉 남대천 하구역에서 부유입자유기물질 거동

하천에 존재하는 유기물은 먹이망을 통해 상위영양단

계로 전달되거나 하구역으로 흘러가 해양으로 유출된다

(Stumm and Morgan, 2012). 하구역은 담수와 해수의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생물생산도 높아, 이 수역에

서 유기물의 거동을 파악하는 것은 하천생태계뿐만 아니

라 전지구적 물질순환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Hedges et al., 1997; Smittenberg et al., 2006). 탄소 

안정동위원소비 값(δ13C)은 유기물 생성 기작이 다른 식

물과 종(예: C3 식물, C4 식물, 조류 등)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발생하며, 먹이연쇄에 의해서도 1‰ 내외의 비교적 

작은 분별효과 값을 같기 때문에 생태계 내에서 유기물의 

Source of organic 
matter Region δ13C (‰) Reference

C3 Plant
Temperate zone －28 ~ －26 Balesdent et al. (1993);

Dawson et al. (2002)

Tamjin River basin －26.8 ± 0.3 Park et al. (2017)

C4 Plant - －15 ~ －6 O’Leary (1988)

Epiphytes Han River system －21.2 ~ －14.7 Kang et al. (2011)

Freshwater
Phytoplankton - －40 ~ －30 Rau (1982)

Meyers (1994)

SPOM East coast of Korea －22.1 ± 1.3 Kang et al. (2008)

Han River system －25.3 ~ －23.2 Kim et al. (2007)

Tamjin Stream －26.8 ~ －26.0 Park et al. (2017)

Gangneung Namdae Stream －30.5 ~ －23.5
June: －27.2 ± 1.6
July: －25.9 ± 1.8

September: －26.8 ± 2.7

Present study

Table 1. Carbon stable isotope values (δ13C) of organic matter from river and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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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을 파악하기 위한 추적자로 사용되고 있다(Post 
2002).

강릉 남대천 하구역(N6, N7)과 인접한 상류정점(N5)
에서 부유입자유기물질 내 δ13C의 공간적 변동 양상은 

조사 시기 마다 다르게 나타났다(Fig. 3H). 6월의 이 값

은 세 정점에서 각각 3 ‰ 이상의 차이가 나타는데, 이 결

과는 하천을 따라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유기물보다 하천 

내에서 자체 생산된 원지성 입자유기물의 기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수가 증가한 7월에는 2‰ 이내의 변동

을 보여, 6월에 비하여 하천으로부터 많은 양의 유기물이 

하구로 유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9월에는 부유입자유기

물질의 δ13C이 N5 정점에서 －26.3‰로 국내 하천에서 

관측된 POM의 δ13C 범위 내에 분포하였으나(Table 1), 
N6과 N7 정점에서 δ13C은 각각 －30.2‰과 －30.5‰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는 N5 정점으로부터 유입되는 유기

물 보다 N6 정점에서 자체 생산된 유기물의 기여가 크다

는 것과 N7 정점의 부유입자유기물질의 대부분은 N6 정
점에서 생성된 부유입장물질 기원임을 의미한다. 9월 N6 
정점에서의 급격한 Chl a 농도의 증가와 N7 정점에서 

급격한 감소가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4.3. 강릉 남대천 하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자연적인 하천은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름에 따라

서 물리적 특성 변화와 함께 화학적 수질 구배가 생기며, 
다양한 생물학적인 반응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연속성

을 가지는데 이를 하천의 연속성 개념(river continuum 
concept)이라고 한다(Vannote et al., 1980). 반면 급격

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국토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하천 유역의 토지이용이 증가하고 댐과 둑과 같은 인위

적 개발로 하천 생태계 환경이 변하는 등 하천의 연속성

이 교란되어 자연적인 하천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하천의 불연속 개념(serial discontinuity 
concept)이라고 한다(Ward and Stanford, 1995). 강릉 

남대천의 염분 분포는 전형적인 하천과 해양을 연결하는 

연속성을 보인다(Fig. 3B). 하지만 강릉 남대천은 물리

적으로 제방이 설치된 N3 정점 상류와 하류 그리고 하구

역(N6, N7)으로 구분되어지며, 1 ~ 2 km 이내의 짧은 

조사 정점 사이에서도 수온 및 부유입자유기물질의 생지

화학적 특성이 불규칙하게 변동하여 하천의 불연속적 특

성을 잘 반영하였다(Fig. 3). 더욱이 인위적인 제방 설치

와 하천유역의 토지 개발, 그리고 조차가 적은 동해의 특

성으로 인해 염분구배가 발생하는 하구역이 2 km 내외

로 짧게 형성되어, 이 수역에서 수온, 염분, 그리고 Chl a 
농도의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9월 N6과 N7 정점 사이에서 관측된 Chl a 농도의 급격

한 감소와 C:Chl a 값의 급격한 증가는 N6 정점에서 담

수성 식물플랑크톤의 대번성(bloom)이 발생한 후 이들

이 하천의 흐름에 따라 수송되는 동안 급격한 염분 증가

로 인하여 식물플랑크톤이 사멸하여 유기쇄설물 형태로 

N7 정점으로 유입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언급

했듯이, 동 시기에 두 정점에서 δ13C가 유사하게 나타나 

유기물 기원이 동일하다는 것이 이 설명을 뒷받침한다

(Fig. 3H). 이 결과는 하천의 불연속적 특징을 보이는 강

릉 남대천에서 급격한 수환경 및 먹이원 변화로 인해 종

조성과 생물군집이 달라지고 나아가 생물학적 단절로 생

태계 구조와 기능이 크게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Houghton and Wasson, 2013).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수에 의한 물리환경의 변화가 큰 하천

의 특성을 고려하여 6월(pre-monsoon), 7월(monsoon), 
그리고 9월(post-monsoon)에 강릉 남대천 상류에서부

터 하구역까지 7개의 정점(Upper Stream: N1 ~ N2, 
Bank: N3 ~ N4, Estuary: N5 ~ N7) 을 선정하여 생태

계 내 주요 먹이원인 부유입자유기물질의 입자유기탄소

(POC) 및 질소(PON) 함량, 그리고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 값(δ13C)을 관측하고, 그 거동을 분석하였다. 강수량

이 증가한 7월의 POC 농도(428 ± 86 μg l–1) 와 C/N 
ratio (12.4 ± 2.9)는 6월 (각각, 233 ± 94 μg l–1, 7.0 ± 
2.1)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가 9월(각각, 343 ± 
139 μg l–1, 10.7 ± 3.1)에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감소하

였다. 반면, PON 농도는 조사 시기별 유의한 변동이 관

측되지 않았다. 이는 강수에 의해 탄소함량이 높은 타지

성 유기물의 유입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

기물의 기원을 나타내는 지시자인 δ13C 값은 불규칙한 

시공간적 변동을 보여, 부유입자물질에 대한 기여는 상

류로부터 유입된 타지성 유기물보다 해당 수역에서 자

체 생산된 원지성 유기물이 우세함을 암시하였다. 또한, 
제방이 설치된 수역과 급격한 염분의 구배가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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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역에서는 좁은 수역 내에서도 부유입자유기물질의 

생지화학적 특성이 크게 변동하여 하천의 불연속적인 특

성을 보였다. 따라서 강릉 남대천은 강수량과 해수 유입 

등 자연적인 요인과 인공적인 구조물(제방)에 의해 물리 

환경과 부유입자유기물의 특성이 급격히 변하여 생태계 

구조와 기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을 이해하고 하천을 관리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측과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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