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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ycocyanin (PC) is one of the water-soluble accessory pigments of cyanobacteria species, and its concentration is used to
estimate the presence and relative abundance of cyanobacteria. In laboratory experiments, PC content of field data were
determined using Sarada’s freeze-thaw method in algal bloom season. The effectiveness of three selected extraction methods
(repeated freeze-thaw method, homogenization, power control) for PC were determined. The extraction efficiency of
phycocyanin was the highest (of the methods compared) when a single freezing-thawing cycle was followed by pre-sonication.
Applying this optimized method to surface water of Korean inland waters, the average concentration distribution was
estimated at 2.9~51.9 mg/m 3. It has been shown that the optimized pre-sonication method is suitable to measure cyanobacteria
PC content for the characterization of inland waters. The approach and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s the potential of effective
methods for remote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water quality in turbid inland waters using hyperspectral remote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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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1)

당호, 대청호, 충주호, 주암호 등 22개 호소 및 낙동강 3개
보 구간)을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발령하였다. 그러나 종종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수온이 급증함에 따라 남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기준(5,000 cell/mL)을 초과하여 경보

조류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독소를 생성하는 유해

발령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로로필-a (Chlorophyll-a, Chl-a)

남조류(Microcystis sp., Anabaena sp., Aphanizomenon sp.,

농도는 기준(25 mg/m3) 미만으로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사

Oscillatoria sp., 등)종으로 인한 오염은 수질관리(보건, 위

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2016년부터는 Chl-a 농도가 조류경

생)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다르게 유해조류

보 기준에서 삭제되었으며, 유해 남조류 세포수만을 기준으

대발생(Harmful Algal Bloom, HAB)으로도 표현하여 관련

로(1,000 cell/mL: 관심, 1만 cell/mL: 경계, 100만 cell/mL: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발생) 단일화하여 발령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남조류 발생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

한편, 남조류는 세포의 크기가 매우 소형(2 ~ 20 μm)이며,

생 정도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는 수질예보제 및 조류경보

조밀하게 군집을 이루고 있어 세포수 계수에 숙련도를 필

제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조류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왔

요로 한다. 또한 세포수만 정확히 계수 한다 해도 세포수

다. 수질예보제는 국내 4대강 16개 보 및 북한강 삼봉리

와 남조류가 가진 유해물질 농도가 비례하지 않을 수 있기

등 총 17개 지점을 대상으로 기상･수질･유량 등을 분석하

때문에, 남조류가 가진 고유 색소 피코시아닌(Phycocyanin,

여 클로로필-a (Chlorophyll-a, Chl-a) 예측 농도와 남조류

PC)으로부터 농도를 추정하여 수질을 원격모니터링 하는

세포수를 기준으로 발령하며, 조류경보제는 주요 상수원(팔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PC 농도 추정은 Sarada et al.
(1999)이 제안한 기법을 주로 따르며, 이는 동결 및 해동

†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ehyuk72@korea.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물환경학회지 제32 권 제6 호, 2016

기법을 기초로 한다. 추출된 PC 농도는 색소에 반응하는
고유분광특성을 이용하여 Simis et al. (2005)와 Simis et
al. (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620 nm 파장에서 나타나는
PC 흡수계수 통해 추정된 농도의 평가 기준이 된다.
이처럼 실제 담수역에서 일어나는 남조류 대발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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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농도를 기준으로 원격반사도와
의 관계를 도출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PC 농도 추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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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된 규정된 실험법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Matthews
(2011)가 발표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PC 농도 추

2.2. 기본 추출 이론

정 관련 연구 사례는 다양하나, 이에 사용되는 기법들 통

남조류는 구성성분 중 60 % 이상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

일성을 찾기 힘들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지하는 피코빌리단백질(phycobiliprotein)이 열린 고리 테트

서는 국내 담수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건 비교 실험을 통

라피롤 구조를 갖는 광합성 보조색소 역할을 하며, 남조류,

해 찾은 적절한 PC 추출 기법을 통해 조류 원격탐사 결과

홍조류, 은편모조류에서 흔히 찾을 수 있다. 이 보조색소는

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태양빛이 도달하는 지역이라도 그 양이 모자랄 경우, 태양
광선 중 광합성에 사용할 수 있는 파장 영역의 빛(Photo-

2. Materials and Methods

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PAR)을 효율적으로 사용하
기 위해 가지고 있는 색소를 말한다. 피코빌리단백질은 틸

2.1. 현장 자료 수집

라코이드(Thylakoid, 엽록소의 납작한 자루 모양의 구조)

2.1.1. 시료 채수

막에 색소단백질체(Phycobilisome) 형태로 결합하고 있는

남조류 농도 분석을 위한 PC 추출용 현장 시료는 2015년

수용성 단백질(Fig. 2)로, 최대 흡광도에 따라 PC, 알로-피

6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강하류, 북한강 및 낙동강

코시아닌(Allo-Phycocyanin), 피코에리트린(Phycoerythrin)으

유역을 대상으로 총 15회 채수 시료를 이용하였으며, 시료는

로 나뉜다(Fig. 3). 이들 중에서도 건조 중량의 20 %를 차

현장 녹조 발생 정도에 따라 10 ~ 50 L의 표층수를 식물플

지하는 PC 농도를 기준으로 하면 남조류 농도 추정 정확

랑크톤 네트를 이용하여 농축한 후(Fig. 1), 100 mL 광구

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병에 담아 냉･암소 조건하에 운반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PC 색소 추출을 위한 규정된 시험
법이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양한 실험분석을 통해 최적
의 추출 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PC 추출은 주로 Sarada et al. (1999)이 제시한 5가지 추출
법에 기초하며, 증류수에 담가 시간을 두고 자연적으로 추
출하는 방법(water extraction), 막자와 사발을 이용하여 세
포벽을 파쇄하는 외력을 가한 후 추출하는 방법(homogenisation of cells in a mortar and pestle), 동결과 해동을 반

Fig. 1. Sample enrich for PC pigment extraction.
2.1.2. 원격반사도 측정
채수와 동일한 지점에서 350~2,500 nm 파장대(VIS/NIR)

복하여 얼음 결정에 의해 세포벽을 깨트리는 방법(freezing
and thawing), 분쇄 기기를 이용하여 세포벽을 깨트린 후 추
출하는 방법(homogenisation in virtimixer at different speeds),
염산과 같은 세포벽을 깨트릴 수 있는 시약을 사용하여 추

영역을 1 nm 간격으로 측정하는 휴대용 분광복사계(Field-

출하는 방법(acid extraction)으로 구분된다. 증류수에 담가

spec4, ASD inc., USA)를 이용하여 수체에서 일어나는 원

추출하는 기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하나, 가장 간편한 추

격반사도(Remote sensing reflectance, Rrs)를 측정하였다.
수체에서 복사되는 복사량(Ladiance, L(λ))과 복사조도

출법이다. 동결 및 해동 추출법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간
편하고 추출이 잘 되며 시료의 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Irradiance, E(λ)), 반사율(Reflectance, R(λ))을 각각 측정하

있다.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세포벽을 파쇄하는 기법은 PC

고 다음의 식 (l)로부터 원격반사도를 계산하였다.

추출이 잘 되긴 하나, 시료를 옮기고 담는 과정에서 손실이

Fig. 2. Diagram of a typical cyanobacterial cell (Wikipedia).

Fig. 3. Structure of phycocyanin (http://www.nutra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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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어 번거롭다. 이 외에도 초음파파쇄기(ultrasoni-

3. Results and Discussion

cator), 믹서기(virtimixer), 유리 bead, 액화질소(nitrogen cavitation)를 이용하여 파쇄하는 기법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
나, 도구의 외력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에, 다음 Table 1에 정리된 대표적 PC 추출 사례를 기반으
로 다양한 실험 조건을 결정하였다.
추출 과정 중 완충 역할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용매는 distilled
water, Phosphate buffer 0.05 ~ 1 M, Acetate buffer, Lysozyme,
NaCl 0.15 M, CaCl2 10 g/L가 있다. Mogany (2014)는 PC
추출 변수를 다양하게 제어하며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5가지 버퍼(acetate buffer pH 6.8, ultrapure water 18.2 M
Ω, potassium phosphate buffer 10 mM pH 7.0, sodium
phosphate buffer 10 mM pH 7.0, tris chloride buffer pH
7.4, tris base 1 M pH 7.4 + EDTA)에 따른 PC 추출 농도
(㎍/mL) 비교 값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sodium phosphate
buffer룰 사용했을 때 가장 높게 추출되었으며, 몰 농도는
50 mM일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PC의 농도는 흡광도 측정 후, 다음 식 (2)에 따라
산정한다(Bennett and Bogorad, 1973).

3.1.1. 예비 실험
추출 기법별 비교 및 최적화를 위해 2015년 6월부터 8월
까지 총 4개 시료를 이용하였으며, Simis et al. (2005)이
제안한 기법을 기초로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다.
분석에는 2015년 6월 17일 북한강 의암호에서 채수한 20
지점 농축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20 mL를 분취하여 15
mL 원심관에 담아 초음파파쇄기로 30초씩 5번 균질화시킨
후, 1차로 원심분리(25,000 ×g, 4 °C, 20 분)하였다. 분리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완충용 phosphate buffer(pH 7.2) 5 mL
를 추가하여 -20 °C에서 24시간 동결하였다. 시료의 해동 및
원심분리 과정을 거친 후,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620 nm와 652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예비 테스트를 통하여 PC 농도 추출이 어느 정도 유의한
지 확인하기 위해 현미경을 이용하여 남조류 세포수를 계
수했으며, 비교 결과는 Fig. 4와 같이 결정계수 R2는 0.6으
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각 지점별 PC 농도와 남조
류 세포수도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Fig. 5).

3

Phycocyanin (mg/m ) =

    ×  
× 







3.1. 추출 기법 비교



(2)

3.1.2. 조건별 비교 실험
첫 번째로 여과지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GF/F에

여기서, OD는 UV 흡광도(optical density), V1은 상층액

여과한 시료와 여과하지 않은 농축시료를 이용하였으며, 동

의 양(㎖), 그리고 V2는 여과한 시료의 양(ℓ)을 의미한다.

결과 해동 반복 횟수 증가 및 세포벽 파쇄를 위한 초음파

Table 1. References of PC extraction methods
Methods

Sarada et al. (1999)

F
×

C
○

×

○

×

○

×

○

×

○

Joo and Cho (2000)

×

Kim et al. (2004)

×

Simis et al. (2005)

×

MOE (2007)

×

Randolph et al. (2008)

○

Prabuthas et al. (2011)

×

Lee (2013)

×

NIER (2015)

○

3,000 rpm, 5 °C, 25 min
(3 times)
3,500 rpm, 5 min
(3 times)
15,000 ×g, 5 °C, 25 min
(3 times)
10,000 ×g, 4 °C, 10 min
(2 times)
27,200 ×g, 5 °C, 25 min
(2 times)
13,500 rpm, 15 min
4,000 ×g, 4 °C, 20 min
(2 times)
3,500 rpm, 4°C, 5min

S
distilled water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
phosphate buffer
(pH 6.8)
phosphate buffer
(pH 6.8)

FTh
×

mortar and pestle

×

×

○

virtimixer
(10 min)

×

hydrochloric acid
1.0 % NaCl
sodium acetate buffer
(pH 7.0)
phosphate buffer
(pH 7.4)
sodium acetate buffer
(pH 5.5)
phosphate buffer
(pH 6.8)
CaCl2
CaCl2
(pH 5.0)

vortex

×
(room temp)
×
(refrigeration)

mortar and pestle

×

×

○

mini-beadbeater

×
(room temp)

steel spatula, teflon coated pestl
(2 min)
ultra sonicator
×

pre-homogenizer
0.1M Sodium acetate buffer
(3 step, 11,000 rpm, 30s ~ 1min),
(pH 5.5)
Ultrasonication (1min)

F: check for filter use, C: centrifugation, S: solvent (buffer), H: homogenization, FTh: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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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
×
×
(refrigeration)

○
(30 min ~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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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 between PC concentration and
cyanobacteria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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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C concentration and cyanobacteria cells of each
sampling sites.

파쇄 강도 단계에 따른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분석

사용하지 않고 초음파 파쇄 강도만 바꾸어 추가 실험을 실

에는 2015년 7월 1일 한강 행주대교에서 채수한 시료를 사

시하였다. 그 결과 동결 및 해동 1회, 파쇄는 200W로 5초씩

용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시료를 여과하지 않은

6회(총 1분) 수행 시 흡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3).

상태로 동결 및 해동 후 세포벽 파쇄 단계로 이어지는 과
정이 더 높은 농도를 추출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실험을 통해 동결 및 해동 이후의 파쇄는 손
실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여지의 사용이 흡광도 측정에

동결 및 해동은 1회 실시하였을 경우가 2회 보다 더 높은

오차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세 번째 실

값을 보였는데, 이는 동결 및 해동 과정 중 초음파파쇄를 2

험에서는 여지를 사용하지 않고 농축 시료 원액 상태로 사

회 실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빛, 온도와 산소에 약한 PC의

전 균질화 과정만으로도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dwards et al. (1997) 연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료는 2015년 8월 3일 낙동강 강

구 결과에 따르면, PC는 온도에 의해 변성이 발생하며 특히

정고령보에서 획득하였으며, 초음파파쇄 시간은 사전 균질

60 °C ~ 70 °C 에서 빠르게 변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화 의미로 짧게 5 초간 3회, 6회, 12회, 18회, 24회, 30회

실험에서 초음파파쇄 시 시료의 온도가 40 °C ~ 50 °C 까지

로 6가지 비교 실험을 실시하였다(Table 4). 오차를 줄이기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파괴된 PC 단백질 단량

위해 각 방법별 동일 시료는 3회씩 연속 측정하여 평균하

체가 2회차 초음파파쇄 과정 중에 상승한 온도에 의해 변성

였다. 실험결과, 사전균질화 단계에서도 과하게 세포벽이

을 일으킨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Sarada et al. (1999)의 연

파쇄 되었을 경우, Chl-a 색소가 추출되어 670 nm 근처 및

구에서도 PC의 안정성은 5가지 온도조건에 따라 크게 손실

620 nm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Chl-a 색소

(감소)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 의한 흡광도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670 nm 파장 근처에

두 번째로 동결 및 해동 중간과정 초음파파쇄에서 오는
손실 체크를 위해 위 실험과 동일하게 수행하되, 여지는

서 Chl-a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균질화 시간은
30 초 내지 1 분으로 판단되었다(Fig. 6).

Table 2. Different twelve cases for PC concentration extraction
Protocol
Freezing & Thawing

Filter homogenization

○
1 time
×

○
2 times
×

Absorbance
Sonication (times)
0.5
1.0
1.5
0.5
1.0
1.5
0.5
1.0
1.5
0.5
1.0
1.5

min
min
min
min
min
min
min
min
min
min
min
min

(3)
(6)
(9)
(3)
(6)
(9)
(3)
(6)
(9)
(3)
(6)
(9)

620 (nm)

652 (nm)

Phycicyanin concentration
3
(mg/m )

0.04706
0.06658
0.07763
0.05792
0.11611
0.12678
0.04995
0.05081
0.05381
0.04704
0.05336
0.05477

0.02004
0.02483
0.03075
0.02548
0.05573
0.06435
0.02124
0.02170
0.02470
0.02123
0.02303
0.02528

52.75
76.98
88.56
64.39
125.98
135.22
56.02
56.91
59.13
51.93
59.61
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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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t fifteen cases for PC concentration extraction
Protocol

Absorbance
620 (nm)

652 (nm)

Phycicyanin
3
concentration (mg/m )

(3)
(6)
(9)
(3)
(6)
(9)
(3)
(6)

0.04785
0.07106
0.05807
0.05465
0.08909
0.06753
0.07964
0.06378

0.02319
0.04197
0.03296
0.03086
0.06091
0.04791
0.04730
0.04645

51.76
71.87
59.62
56.21
84.58
62.94
80.36
58.65

70W

1.5 min (9)

0.05848

0.04828

50.00

1 time

0.5 min (3)
1.0 min (6)

0.08394
0.07928

0.05110
0.05708

83.88
73.35

200W

1.5 min (9)

0.08852

0.06689

79.80

2 times

0.5 min (3)
1.0 min (6)

0.06401
0.06588

0.04023
0.05815

63.12
53.81

200W

1.5 min (9)

0.06156

0.07256

38.15

620 (nm)

652 (nm)

Phycicyanin concentration
(mg/m 3)

0.02143
0.02567
0.03049
0.04335
0.03689
0.02939

0.01245
0.01578
0.02026
0.03239
0.02638
0.02026

1.5
1.7
2.0
2.6
2.3
1.9

Freezing & Thawing

Sonication (times)
70W

1 time
200W
1 time

2 times

0.5
1.0
1.5
0.5
1.0
1.5
0.5
1.0

min
min
min
min
min
min
min
min

Table 4. Different six cases of pre-homogenization test for PC concentration extraction
Protocol

Absorbance

Sonication
1
2
3
4
5
6

5 s, 3 times (total 0.5 min)
5 s, 6 times (total 1min)
5 s, 12 times (total 2min)
5 s, 18 times (total 3min)
5 s, 24 times (total 4min)
5 s, 30 times (total 5min)

네 번째로 사전 균질화 시간 두 가지 경우(5 초간 3회, 6
회)를 기준으로 동결 및 해동 횟수(1회, 2회, 3회, 4회, 5회)
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Table 5). 시료는 2015년 8월
9일 북한강 공지천 유입부에서 채수하였으며, 각 방법별 2회
씩 흡광도를 측정하고, 각 시료량은 처음 50 mL 사전 균질
화 이후 5 mL 씩 나눠 담아 동결 및 해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결 및 해동 2회 시행 값이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동결 및 해동 1 ~
2회 만으로도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2. 추출 기법 최적화
Fig. 6. Comparison of samples absorbance by six cases on
difference pre-homogenization time.

비교 실험 결과 PC가 가장 안정적으로 추출되는 기법은
동결･해동 기법을 기반으로, 초음파 파쇄기(200 W)를 이용

Table 5. Different nine cases for PC concentration extraction
Sonication
(5 sec interval)
1
2
3
4
5
6
7
8
9

5 s, 3 times
(total 0.5 min)

5 s, 6 times
(total 1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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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zing & Thawing
1
2
3
4
1
2
3
4
5

time
times
times
times
time
times
times
times
times

Absorbance
620 (nm)

652 (nm)

Phycicyanin concentration
(mg/m 3)

0.049082
0.069748
0.058267
0.057445
0.056273
0.055748
0.051777
0.052193
0.051668

0.03009
0.037484
0.031201
0.031039
0.033422
0.030842
0.027302
0.028413
0.026746

3.91
5.84
4.89
4.80
4.54
4.62
4.36
4.35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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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hematic diagram of PC extraction.
하여 30 mL 시료를 50 mL 원심관에 담은 후, 5 초간 3회

9월 이후 11회 추가 획득한 시료에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

(총 30 초) 동안 시료를 사전 균질화 하는 것으로 판단되

여 추출한 PC 결과는 다음 Table 8과 같다. PC 농도는 평

었다. 이후, 원심분리(4,000 rpm, 5 °C, 15 분)를 시켜 상등

균 2.9 ~ 51.9 mg/m3 분포를 나타냈으며, 주로 북한강 수계

액은 따라 버리고 남은 pellet에 5 mL 완충용 phosphate

의암호에서 낮은 농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한강하류에서

buffer(pH 7.2)를 추가하여 -20 °C에서 24시간 동결 및 해동

높은 값을 보였으며, 특히 10월 7일에 281.9 mg/m3로 최대

후, 색소가 buffer에 잘 스며나오도록 진탕 배양기(shaking

값을 보였다. 현장에서 시료 채수와 동시에 측정된 Rrs는

incubator)에서 37 °C 조건으로 15분간 교반 하여 색소가 고

수계별로 유사한 반사 스펙트럼을 보였으며, 공통적으로

루 용해되도록 하는 추가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과적인 것

620 nm 파장에서 PC에 의한 흡수 피크와 675 nm 파장에

으로 사료되었다. 2차 원심분리 과정을 거친 후 색소가 추

서 Chl-a에 의한 흡수 피크가 관찰되었다(Fig. 8).

출된 시료는 상등액을 적당량 분취하여 분광 광도계로 전

추출법을 통한 결과를 원격반사도 Rrs를 이용하여 Simis

파장 측정 후(Fig. 7), 620 nm 및 652 nm에서의 흡광도를

et al. (2007)의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된 PC 농도와 비교한

선택하여 수식 1에 의해 최종 PC 농도로 환산한다.

결과, R2가 0.61로 유사한 정확도를 보였다(Fig. 9). 한강하
류에서 실측한 지점 중 PC 농도가 매우 높았던 일부 지점

3.3. PC 추출기법 적용 및 평가

을 제외하고는 즉각적으로 현장 PC 농도를 파악하기 위한

6월부터 8월까지 테스트를 위한 4회차 시료를 제외하고,

Rrs의 활용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다만, 수체 내 남

Table 8. Statistical information of PC; GW: Gangjung-goryung Weir, UL: Uiam Lake, PD: Paldang Dam, DH: Downstream of
Han River, BW: Bakjae weir pool, respectively
River basin

Site

Nakdong

GW

Bukhan

UL
PD

Han

DH

Geum

BW

Date
Sep.
Oct.
Sep.
Sep.
Sep.
Sep.
Sep.
Sep.
Oct.
Sep.
Sep.

08.
06.
14.
17.
01.
04.
15.
22.
07.
09.
21.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Min.
11.68
1.81
0.82
4.4
1.96
3.91
4.91
9.48
6.96
6.91
8.21

PC (mg/m 3)
Max.
56.09
8.63
12.96
7.34
31.1
278.01
20.24
269.22
281.90
17.35
102.26

Avg.
32.34
4.69
2.92
6.07
7.01
45.03
8.74
43.35
51.91
12.34
37.01

Note
20
15
20
15
20
10
10
12
10
15
15

sites
sites
sites
sites
sites
sites
sites
sites
sites
sites
sit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Vol. 32, No. 6, 2016

하림․신현주․남기범․박상현․강태구․송현오․이혁

526

Fig. 8. Measured remote sensing reflectance in four river basins; (a) Nakdong river, (b) Bukhan river, (c) Han river, and (d) Geum
river respectively.
추출 기법을 통해 원격탐사를 이용한 남조류 모니터링의
적용성 및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PC 추출을 위한 다양한 조건 비교 결과, 동결 및 해동은
1 ~ 2회 만으로도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15년 7
월 1일 한강 행주대교시료를 이용하여 동결과 해동 1회를
기준으로 초음파파쇄 강도 테스트 결과, 5초씩 9회(총 1.5
분) 조건에서 135.22 mg/m3로 가장 많이 추출되었다. 그러
나 이후 실험에서는 강도를 높일수록 오히려 농도가 감소
되는 경향을 보여 동결 및 해동 이후의 파쇄는 손실을 야
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험을 추가 수행하였다.
2015년 8월 9일 북한강 공지천 유입부 시료를 이용하여
사전 균질화 테스트 결과, 670 nm 파장 근처에서 Chl-a 색
소가 같이 추출됨에 따라 PC 농도 값에 오차를 주는 것으
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Chl-a 색소 영향을 최소로 하는 초
Fig. 9. Correlation of the Rrs and measured PC.
조류가 가진 총 PC 색소의 회수율이 100 %는 아니므로
추출 순도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유해한 조류의
대발생과 동시 수체 현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원격탐사
기법에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4. Conclusion

음파파쇄 시간은 5초간 3회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부터 8월까지 4회차 시료는 비교 테스트를 위해 활용
되었으며, 이를 제외하고 9월 이후 11회 추가 획득한 시료
에 대해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PC를 추출하였다. 그 결
과 평균 2.9 ~ 51.9 mg/m3 분포를 나타냈으며, 북한강 수계
3
의암호에서 낮은 농도를, 한강하류에서 281.9 mg/m 로 높
은 값을 보였다. PC 추출 결과를 Simis et al. (2007)이 제
안한 원격반사도에 의한 추정 농도와 비교한 결과 R2가

고 있는 남조류 대발생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0.61로 유의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PC 추출 기법은 현장 시료를 대상으로 적절히 추
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추출 PC 농도를 기반으로 현

대응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국내 담수역에 적합한 PC의

장 측정 원격반사도와의 상관성을 높이는 연구가 추가로

본 연구는 수질관리(보건, 위생)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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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시기 및 수계별 자료를 지속적으
로 수집하고 개선된 원격탐사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정확도
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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