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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다중 광분석 기법을 이용한 양식장 배출수 기원 유기오염물질 추적

Ⅱ. 연구개발의 목적

최신 광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제주 연안에서 양식장 배출수 기원 유기오염물질의
특성과 거동 추적 기술 개발

Ⅲ. 연구개발 계획범위

○ 양식장 배출수 기원 유기물의 광학적 특성 규명
- 양식장 배출수, 해수, 연안 지하수 기원 유기물의 고유한 광학적 특성 비교
- 유기물의 화학적 분석결과와 광특성 간의 상호연관성 파악
○ 연안 환경 내 유기오염물질의 거동 추적
- 연속관측을 통한 연안 유기물 변동 기작 조사
- 양식장 주변 연안의 공간적 분포 조사

Ⅳ. 연구과제 수행내용

○ 제주 연안 유기물의 기원 및 연구사례 조사
- 제주연안의 주요한 유기물 기원은 연안지하수, 양자강희석수, 양식장 배출수로
조사됨.
- 연안 지하수의 용존유기탄소 농도는 26 ± 11 μM로 대양의 심층보다 낮은 값
이 보고되었으나, 유색용존유기물 농도는 연안 해수에 비해서 2-3배 높게 보고됨.
- 양자강에서 제주연안으로 많은 양의 유기물이 직접적으로 공급될 수 있음. 또
한, 해수 중 미생물에 의한 입자성유기물 분해작용으로 용존유기탄소의 농도가 강
물기원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여 제주연안으로 공급될 것으로 판단됨.
- 7월 예정된 제주 양식장 주변의 해역 관측은 COVID-19과 계속된 장마로 실시
되지 못함.
- 연구 책임자의 이직(2020.8.31 예정)으로 잔여 연구수행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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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 KEYWORDS

Ⅰ. Title

Tracing anthropogenic organic pollution from coastal aquafarms using
multiple optical analysis

Ⅱ. Objectives

To develop the techniques tracing anthropogenic organic pollution from
aquafarms using the cutting-edge optical analysis in the coastal Jeju
Island

Ⅲ. Contents and scopes of the original plan

○ A study of optical properties of anthropogenic organic pollution from
coastal aquafarms
- Comparison of intrinsic optical properties of organic matter from
aquafarms, seawater, and coastal groundwater
- Deter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em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organic matter
○ Tracing anthropogenic organic pollution in the coastal Jeju Island
- Investigation of seasonal variation of coastal organic matter
- Investigation of temporal variation of organic matter near the
aquafarms

Ⅳ. Results

○ A case study of the origin of organic matter in the coastal Jeju
Island
- In the coastal Jeju Island, the organic matter originates mainly
from the coastal groundwater, the Changjiang River (Yangtze River),
and the aquafarms.
- The concentration of dissolved organic carbon in the coa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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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water was reported to be 26 ± 11 μM,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deep open ocean. However, the concentration of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was 2-3 times higher in the coastal Jeju Island.
- The Changjiang River can significantly support organic matter into
the coastal Jeju Island. The extrapolating DOC values (304 ± 11 μM)
from the DOC-salinity relationship were twice higher than those with
a salinity of close to 0, as found in a previous study. This excess
concentration seems to be derived from the microbial degradation of
particulate organic matter.
- The sampling campaigns in July can not be conduct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an unusually long monsoon event in this
summer.
- The remaining task in the project can not be further performed due
to changing the status of a principal investigator (2020.8.31)

(KEYWORDS : 유색용존유기물, 양식장, 추적자, 유기물 오염, 지하수, 제주도,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Aquafarm, Tracer, Organic Pollution, Groundwater,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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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최신 광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제주도 연안환경의 용존유기물 순환 특성을 이해하
고 양식장 배출수 기원 유기오염물질의 거동을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 하고자 한다.

전 세계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양식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2016년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총 수산물 어획량의 47%가 양식으로 생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FAO 2018). 급격한
양식 산업의 성장과정에서 생성된 유기·무기 오염물질은 수질약화, 부영양화, 대사 작용
저하, 빈산소화, 적조 등을 발생시켜 주변 해양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Qin et al.
2005, Strain and Hargrave 2005).

제주 전 연안에는 388개의 양식장이 운영 중이며(2019.12.31 기준) 배출수로 인한
연안 수질 악화, 양식 생물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
지고 있다.

제주도 기반암은 다공성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담수가 주로 지하수를 통해
연안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통한 육상물질의 공급은 연안 환경 및 물질 순환에
큰 영향을 준다. 또한, 제주도 지하수는 양식 생물의 사육에 사용되고 있어 제주연안에서
지하수와 양식장 기원의 유기오염물을 추적자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동아시아 지역의 장마전선이 유래없이 정체하여 집중적인 강우를 유발하였
고, 큰 강으로부터 많은 양의 담수와 육상기원 물질이 주변 해역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
상된다. 우리나라 해역으로도 많은 양이 도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로인한 유기물의 거
동과 제주연안의 환경 반응에 대한 대비를 위해 관련 연구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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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Nimptsch et al. (2015)는 파타고니아의 강으로 유출되는 양식장 배출수는 대부분
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용이한 용존유기탄소(DOC1)) 형태로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함. 또
한, 배출구로 부터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DOC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였음(그림 1). 양
식활동에 의해서 생성되는 DOC의 21%는 먹이원으로부터 발생되고 76%는 양식생물의
생장과 연관됨.

그림 1 배출구로 부터의 거리에 따른 DOC의 농도

(Nimptsch et al. 2015)

Hambly et al. (2015)은 유색용존유기물의 형광특성을 활용하여 순환여과식 양식
장(RAS2))의 유기물 기원은 주로 양식생물의 배설물, 수돗물, 양식 활동, 사육수 정화 부
산물로 구성됨을 보고하였고, 광학적 기법 자료를 바탕으로 구별함(그림 2와 3). 특히, 먹
이원의 광학적 특성이 매우 뚜렷하여 양식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추가되는 다른 유기성분
과 구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Wang et al. (2020)은 유기물의 흡광 및 형광특성을 바탕으로 양식활동이 중국
내 강의 입자성 유기물의 생지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킨다고 보고함.

1) Dissolved Organic Carbon
2) Recirculating Aquacult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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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먹이 공급량에 따른 들뜸-방출 형광분포도 (a) 125g/d, (b) 250g/d,

(c) 375g/d, (d) 500g/d (Hambly et al. 2015)

그림 3 (e)양식 먹이를 녹인 증류수와 (f)수돗물의 들뜸-방출 형광분포도

Yamin et al. (2017)은 유색용존유기물의 형광특성을 활용하여 RAS를 통한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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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휴믹한 유기물이 농축될 수 있음을 보고함(그림 4).

그림 4 사육시간에 따른 휴믹한 유기물의 농도변화.

파란색: RAS, 빨간색: 일반 (Yamin et al. 2017)

국내에서 양식장 배출수 기원 유기물의 광학적 특성에 대해 보고한 연구결과는
없음. 제주 연안은 양식장 배출수 뿐만 아니라 양자강희석수와 연안지하수가 중요한 유
기물 기원으로 판단됨. 양식장 기원의 유기물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기원의 유기
물의 광특성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Kim and Kim (2017a)은 제주 동부 연안의 해수 중 유기물 형광성분의 HIX3) 값
은 염분과 양의 상관성을 보였고 BIX4) 값은 음의 상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양자강 기원
의 해수가 제주 연안에 생분해성 유기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그림 5 제주 연안의 염분에 따른 유기물 형광성분의 HIX와 BIX

값의 상관성(Kim and Kim 2017a)

Kwon et al. (2018)은 양자강으로부터 많은 양의 용존태의 질소와 인이 주변해역

3) Humification Index
4) Biologica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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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급되는 것을 보고하였고, 특히, 양자강으로부터 기원한 용존유기질소와 용존유기
인은 동중국해와 남해에서 보존적으로 해수와 혼합되는 것으로 관측됨(그림 6). 특히, 표
층 223Ra의 농도와 223Ra 방사능 붕괴식을 이용하면 양자강으로부터 제주연안까지 도달하
는데 약 33±2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Lee et al. 2014).

그림 6 양자강 하구로부터 거리에 따른 용존태의 질소와 인의 분포도(Kwon et al. 2018)

K im et al. (2020)은 동중국해에서 DOC와 염분이 좋은 음의 상관성(7월:
[DOC]=-6.7×염분+296, r2=0.72 9월: [DOC]=-7.1×염분+312, r2=0.78)을 보임. 외삽법5)에
의해서 계산된 양자강의 DOC 농도는 304±11 μM로 계산되는데,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그림 7 동중국해와 남해에서 해수 중 미생물에 의해 생성된 용존유기탄소의 특성과 순환에 대한

모식도(Kim et al. 2020)

농도 범위(156±28 μM)에 비해서 약 2배로 나타남(Zhao and Gao 2019). 유색용존유기물

5) Extrap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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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수를 바탕으로, 양자강과 해수의 물리적 혼합으로 예상되는 DOC 농도에 비해서 과
잉으로 관측되는 DOC는 해수 중 미생물의 분해작용으로 입자성 유기물로부터 생성된
것으로 판단됨(그림 7).

Kim and Kim (2017b)은 제주 연안의 지하수와 연안 해수 중 유기물의 광학적
특성과 DOC의 농도를 비교함. 연안 지하수 중 용존유기탄소 농도는 26 ± 11 μM 로 대
양의 심층(∼40 μM)보다 낮은 농도가 관측됨. 반면, 프로틴한 CDOM과 휴믹한 CDOM의
경우에는 연안 해수보다 2∼45배 높은 농도가 관측됨(그림 8).

그림 8 연안 지하수와 연안 해수 시료의 염분(a), DOC(b),

프로틴 CDOM(c), 휴믹 CDOM(d)의 비교 (Kim and Kim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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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해당
연도

세부 성과 목표
월별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0

양식장 배출수 기원
유기물의 광학적 특성 규명

연안 환경 내
유기오염물질의 거동 추적

- 2020년 5∼6월 COVID-19에 의한 국내·외 출장 자제와 7월 남부지방(제주 포함) 장마
로 인하여 현장조사 불가

- 기존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제주연안 유기물의 주요한 기원과 광학적인 유기물 특성
조사를 수행함.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양식장 배출수 기원의 유기물 특성에 대한 조사
실시.

- 연구 책임자 이직(2020.8.31 예정)으로 인하여 잔여 연구과업 수행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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