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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질산성질소 거동 해석을 위한 모델 개발 및 현장 적용

석희준·전철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Model Development for Analysis of Nitrate Leaching and Its Field Application

in a Ru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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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aturated/saturated groundwater flow and solute transport model, VSFRT2D(Variable Saturated Flow and Reac-

tive Transport model) was developed considering effects of pumping, irrigation, and denitrification. VSFRT2D

employed Richards equation as governing equation for groundwater flow and previously existing unsaturated mod-

els modified by including computational procedure of evapotranspiration at surface using Thornthwaite method

when precipitation doesn’t occur. Bioremediation processes based on monod kinetics are described using four non-

linear contaminant transport equations and three nonlinear microbes transport equations. The developed model was

applied to field data in Hongsung area contaminated with nitrate.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 of precipitation,

pumping, evapotranspiration, irrigation, fertilizer application, and various bioremediations on groundwater flow and

contaminant transport, individual processes were separated and simulated. Then all results obtained from the indi-

vidual processes are compared with each other.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bioremediation had a negligible

effect on nitrate concentration change. However, pumping for irrigation, precipitation, and nitrogen fertilizer applica-

tion showed profound influences on nitrate concentration change.

Key words : nitrate, unsaturated/saturated groundwater flow, contaminant transport, VSFRT2D

본 연구에서는 농업지역에서의 양수, 관개, 탈질작용을 고려한 불포화대 및 포화대 지하수 흐름 및 용질이동 모델

인 VSFRT2D(Variably Saturated Flow and Reactive Transport model)를 개발하였다. VSFRT2D는 Richards

equation을 지하수 흐름 지배방정식으로 이용하며, Thornthwaite 방법을 이용하여 강수가 일어나지 않을 때 지표면

증발산량 계산 절차를 포함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불포화대 모델을 개선하였다. 또한 Monod

kinetics에 기반한 생분해 기작을 네 개의 비선형 오염물 거동식과 세 종류의 미생물 거동식을 이용함으로서 탈질작

용을 이 모델에 반영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질산성질소로 오염된 홍성 지역의 현장 관측 자료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강수, 양수, 증발산, 관개, 비료 투여 및 다양한 생분해 과정들이 지하수 흐름 및 오염물 거동에 미치는 효과

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수치 모의한 후 각각의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수치 모

의 결과 이 지역에서의 질산성 질소 농도 변화는 생분해에 의한 영향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관개에 의한

양수, 강수, 질소 비료 시비에 의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았다.

주요어 : 질산성질소, 불포화대 및 포화대 지하수 흐름, 오염물질이동 모델, VSFRT2D

1. 서 론

우리나라 지하수 오염원은 주로 유류, 중금속, 질산

성질소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2가지 이상의 복합오염

의 경우에도 대부분 질산성질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질

산성질소는 우리나라 지하수 오염에서 가장 중요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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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라고 할 수 있다(MOCT et al., 2005a). 특히 농업

활동 지역에서는 비료 및 퇴비에 의한 질산성질소 오

염이 심각하며, 마을 내 주민들의 생활하수 및 정화조

역시 질산성질소의 오염원인이 될 수 있다.

홍성지역 지하수 기초조사(MOCT et al., 2005b)에

의하면 은하면 지역의 2개 대형 관정에서 NO3가

316 mg/L(화봉리)와 256 mg/L(장척리)의 농도로 검출

되었다. 이는 생활 및 농업용수 수질 기준을 각각

12.8배, 15.8배 초과한 것으로 이들 관정 인근 지역 지

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지시하고 있다.

결성면 지역에서도 89 mg/L(HSW 065), 101 mg/L(HSW

071), 65 mg/L(HSW 150)의 NO3가 검출되어 역시 수

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지역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오염 조사를 위해 환경부(환경관

리공단)의 지원으로 지하수오염조사가 수행되었는데

2008년 지하수오염조사보고서(ME and EMC, 2008)에

의하면 홍성군 은하면 지역 지하수 시료의 44%가 질

산성질소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기타 미생물오염등도 상

당함을 보고하였다. 농촌 지역에서 이러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비료 및 퇴비의 사용과 같은 일반적인

농업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질

산성질소의 수질기준 초과를 일으키는 주요 기작을 이

해하는 것은 농업활동의 합리적인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성지역의 농업용 관

정에서 질산성질소 거동 해석을 위해 강수, 증발, 양수,

관개 및 탈질작용을 고려한 불포화대/포화대 지하수 흐

름 및 용질거동 수치 모델(VSFRT2D)을 개발하고, 개

발된 수치 모델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서 질산성 질소

농도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기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지역

질산성질소로 오염된 이 지역의 지하수 유동 및 오

염물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배추 및 수박재배

에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기존 관정 W-1과 논농사에

활용되는 W-2 관정 주변에 신규 관측정 HBH-1과

HBH-2를 각각 설치하여 지하수위 변화 및 대수층 특

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기존 및 신규 관측

정은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에 위치하는데, W-1, W-2,

HBH-1, HBH-2 관정의 상대적 위치 및 수위자료는

Fig. 1에 제시하였다. 연구지역의 지형 및 수위자료로

부터 나타나는 특징은 배추 재배를 위해 양수하는 W-1

관정에 의해서 HBH-1, HBH-2, W-2의 지하수위 분

포가 0.5 m 이내의 작은 차이만 보인다는 점이다. 그

러나 전반적인 지형의 경사는 남서방향이므로 실제 비

양수시 전반적인 지하수 흐름은 이 남서방향일 것으로

추정된다(Fig. 1). 따라서 본 연구지역은 지하수 흐름

방향이 양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자주 변하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밭농사의 관개를 위해서 양수된 물

은 W-1 관정의 상부에 있는 밭에 뿌려진 후 지표면으

로 침투하여 W-1 관정 주변의 지하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밭농사에 활

용되는 지표 토양이 주로 미사질 양토(silt loam)로 구

성되어 일반토양보다 배수가 잘 이루어지므로 지하침

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형 경사 및 고도도 W-1

관정으로 지하수 흐름을 쉽게 유도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3. VSFRT(Variably Saturated Flow and 

Reactive Transport model) 개발 

3.1. 포화대 및 불포화대내 지하수 거동

개발된 모델은 불포화대 및 포화대내 지하수 흐름

지배방정식을 모사하는 아래의 Richards equation을

이용한다(Yeh et al., 1997).

(1)

여기서 포화수리전도도 Ks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2)

여기서 θ는 수분함량이고 α '는 변형된 매질의 압축

계수이며, β '는 변형된 물의 압축계수이다. ne는 공극

율이며 h는 기준압력수두이고, Ks는 포화수리전도도이

며 Kr는 상대수리전도도 즉 상대투수계수이다. z는 고

도이며 q는 생성 및 소멸 항이다. ρ와 µ는 밀도와

동적점성이다. ρ*는 주입수의 밀도이다. 마지막으로

Ksw, ρw와 µw는 각각 기준포화수리전도도, 밀도, 그리

고 동적 점성이다. 유체의 밀도와 동적점성은 미생물

및 화학물의 농도의 함수이고 다음과 같은 형태를 따

른다고 가정하였다 (Yeh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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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βsCs+βoCo+βnCn+βpCp+β1C1

+β2C2+β3C3 (4)

여기서 Cs와 ρs는 기질의 용존 농도와 고유밀도이고,

Co와 ρ
ο
는 산소의 용존 농도 및 고유 밀도이다. 그리

고 Cn과 ρn는 질산성질소의 용존 농도와 고유 밀도이

다. Cp와 ρp는 각각 영양물의 용존 농도와 고유밀도이

다. C1, C2, C3와 ρ1, ρ2, ρ3는 각각 미생물 1, 2, 3

의 용존 농도 및 고유 밀도이다. 지하수 거동을 풀기

위해서 지배방정식 외에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이 필요

하다. 초기조건은 아래와 같다.

h=hi(x, z) (5)

경계조건은 Dirichlet 경계조건과 Neumann 경계조

건, 그리고 Cauchy 경계조건 및 가변경계조건으로 나

눈다. 각각의 경계조건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Yeh et al., 1997).

Dirichlet condition:

h=hd(wb, zb, t) on Bd (6)

Neumann condition:

on Bn (7)

Cauchy condition

on Bc (8)

Variable Conditions(Precipitation period)

h=hp(xb, zb, t) if on Bv (9)

or

 

if h≤hp on Bv (10)

Variable conditions(non-precipitation period)

h=hp(xb, zb, t) if on Bv (11)

µ

µw

-----

 n KsKr

ρw

ρ
-----∇h qn xb  zb  t, ,( )=⋅ ⋅–

n KsKr

ρw

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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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KsKr

ρw

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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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KsKr

ρw

ρ
-----∇h ∇z+⎝ ⎠
⎛ ⎞ 0≥⋅

Monitoring well X (m) Y (m) Z (m) Depth to water (m)

HBH-1 100014.488 99998.902 100.411 5.50

HBH-2 100008.780 100000.251 99.98 4.75

W-1 100021.089 100001.678 100.377 pumping

W-2 99981.637 100062.739 97.390 2.02

Fig. 1. Location, relative coordinates, relative altitude and depth to water of monitoring 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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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h=hm(xb, zb, t) if on Bv (12)

or 

 if h≥hmon Bv (13)

여기서 Bd, Bn, Bc과 Bv는 각각 Dirichlet 경계조건

과 Neumann 경계조건, 그리고 Cauchy 경계조건 및

가변경계조건으로 지정된 경계를 의미한다. n은 법선

벡터이다. hd, qn, qc는 각각 Dirichlet 수두, Neumann

경계조건의 유속 그리고 Cauchy 경계조건의 유속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hp, hm, qp와 qe는 가변경계조건

에서의 ponding 수두, 최소 수두, 최대 침투수량 및

최대 증발산량을 각각 의미한다. 

3.2. 잠재증발산량 추정 및 효과를 고려한 모델 개발

대부분의 불포화대 모델들은 지표면 경계조건을 위

해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총 유량경계조건을 설정한

다. 그러나 강우가 끝난 후 대기의 기후조건 및 식생

에 의해서 증발산 되는 양에 대한 고려는 보통 무시한

다. 그러나 계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기의

기후 조건 및 식생에 의해서 증발산량은 지하수계의

수분 물질 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기존의 불포화대 모델을 개선하여 강우가 일어나지

않을 때 지표면 증발산량 계산 절차를 포함하는 새로

운 모델을 개발하였다. 여기서, 증발산량 계산을 위해

서 Thornthwaite 방법을 이용하였다 (Thornthwaite

and Mather, 1955). Thornthwaite 방법은 오직 대기

기상 조건만을 고려하고, 식생의 밀도 및 상태는 고려

하지 않는다. 보통 이 가정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지

만 대체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입력인자는

평균 월별 공기온도와 위경도와 추정하고자 하는 월이

다. 물론 증발산량을 계산하는 다른 더 복잡한 Blaney-

Criddle방법(Doorenboss and Pruitt, 1977), Penman-

Monteith 방법(Monteith, 1965), Priestley-Taylor 방

법(Priestley and Taylor, 1972; Jensen et al., 1990),

Penman 방법(Penman, 1963) 등이 존재하지만 이 모델

들은 다양한 입력인자들 즉 증기압, 일조지속기간, 순

복사량, 풍속, 평균온도와 같은 각종 기상자료 및 식물

과 작물 특성들에 대한 자료들이 필요하므로 사용하기

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증발산량 계산을 위해서 본 연

구에서 새로 개발된 모델(Variably Saturated Flow and

Reactive Transport model(VSFRT2D))은 Thornthwaite

방법을 이용하였다. Thornthwaite 방법은 연간 온도효

율계수 J에 근거하는데, J는 12개의 월 열지수 I의 합

이다. 각각의 월지수 I는 월평균온도의 함수이며 다음

과 같다(Thornthwaite and Mather, 1955).

(14)

여기서 T는 온도(oC)이다. 이때 증발산량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다.

(15)

여기서 PET(0)은 위경도 0도에서 잠재증발산량이며

단위는 cm/month이다. 여기서 위첨자 c는 지수계수로

서 다음과 같다.

c=0.000000675J3−0.0000771J2+0.01792J

+0.49239 (16) 

위경도 0도 외에서의 잠재증발산량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PET=K×PΕΤ(0) (17)

여기서 K는 월별 계수로서 위경도에 따라 달라진다.

3.3. 생분해 및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변형을 고려

한 오염물 거동

지하 내 영양분, 질산성질소, 용존 산소, 기질의 거

동은 주로 이송, 확산 및 생분해과정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이 생분해 기작은 Monod kinetics에 의해서 일

어나는데, 이런 기작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네 개의 비

선형 오염물 거동 및 변형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eh et al., 1997).

n KsKr

ρw

ρ
-----∇h ∇z+⎝ ⎠
⎛ ⎞ qe≤⋅

n KsKr

ρw

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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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e xb  zb  t,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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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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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 0( ) 1.6
10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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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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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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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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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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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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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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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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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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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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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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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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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

(21)

여기서 ρb는 토양의 체적용량, t는 시간, 그리고 V는

유속, D는 확산계수, 와 Kds, Kdo, Kdn,

Kdp는 각각 용존 기질, 산소, 질산성질소, 영양분들의

변형속도계수와 분배계수들이다. qin은 물의 유입량이

고, Csin, Coin, Cnin, Cpin등은 기질, 산소, 질소, 영양

분들의 유입 농도이다. 그리고 I(Co)=[1+Co/Kc]
−1은

억제함수이다. 이것은 탈질화 효소 억제가 가역적이고

제한적이지 않는다라는 가정상태에서 만들어진 함수로

서, Kc는 억제계수이다. 는 각각 미

생물 1의 최대 산소 기준 성장률, 미생물 2의 최대 질

산성질소 기준 성장률, 미생물 3의 최대 산소 기준 성

장률, 미생물 3의 최대 질산성질소 기준 성장률이다.

또한 은 산소를 이용하는 미생물 1의

생성계수, 질산성질소를 이용하는 미생물 2의 생성계

수, 산소와 질산성질소를 이용하는 미생물 3의 생성계

수로서 이것들은 기질의 단위 질량당 미생물의 질량으

로 표현된다. 는

미생물 1과 3의 호기성 환경 하에서 지연기질포화상수,

미생물 2와 3의 혐기성 환경 하에서 지연기질포화상수,

미생물 1과 3의 호기성 환경 하에서 지연영양분 포화

상수이며, 미생물 2와 3의 혐기성 환경 하에서 지연영

양분 포화상수이다. 는 각각 호기성

환경하에서 미생물 1과 3의 지연산소 포화상수들, 혐

기성 환경하에서 미생물 2와 3의 지연 질산성질소 포

화상수들이다. 은 각각 미생물 1, 2,

또는 3에 의한 합성을 위한 산소 소비 및 질산성질소

소비 계수이다. 은 미생물 1, 2, 3에

의한 에너지 생성을 위한 산소 또는 질산성질소 사용

계수이다. 은 미생물 1, 2, 3에 대

해서 감쇄를 위한 산소 또는 질산성질소 포화 상수이

다. 마지막으로 는 호기성 및 혐기성

호흡에 따른 미생물 1, 2, 3의 생성을 위한 영양분 사

용 계수이다. 미생물 1, 2, 3에 대한 거동식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eh et al., 199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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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여기서 는 각각 미생물 1과 3의 호

기성 호흡의 미생물 감쇄 상수들이고, 미생물 2와 3의

혐기성 호흡의 미생물 감쇄 상수이다. 

4. 모델 적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강우, 양수, 증발산, 관개, 비료 투여

및 다양한 생분해 과정들이 지하수 흐름 및 오염물 거

동에 미치는 효과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수치 모의한 후 결과를 상호 비

교하였다. 특히 강우 및 양수는 현장 측정 자료를 토

대로 계산하였고, 증발산은 실제 온도를 근거로 해서

계산하였다. 또한 비료 투여량은 청취 조사 및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였고, 다양한 생분해 계수들은 일반적인

값을 문헌(Widdowson et al., 1988; Yeh et al., 1997)

에서 취하여 계산하였다.

4.1. 양수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수치모의 한 경우

연구지역에서의 지하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

차원 상에서 오직 강우의 변화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를 우선 모의하였다. 수치모의를 위해 관심영역의 크

기는 깊이 800 cm와 폭 20 cm로 하였다 (Fig. 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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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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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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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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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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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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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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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oundary and initial conditions for (a) the groundwater flow and (b) solute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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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도도는 10 cm/day, 공극률은 0.45, field capacity

는 0.1로 설정하였다. 불포화대를 수치모의하기 위한

수분함양과 상대투수계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Yeh et al., 1997).

(25)

그리고

(26)

여기서 ha와 hb는 수분함양과 상대투수계수를 계산

하는데 사용되는 계수들이다. 초기조건은 상부는 평균

강우량을 하부는 고정압력수두 650 cm를 주고 정상류

를 계산한 후, 정상류의 압력수두값을 초기조건으로 하

였다. 경계조건은 관심영역의 우측과 좌측은 비흐름 경

계조건을, 하부에는 650 cm를 Dirichlet 조건으로, 상

부에는 가변경계조건을 주었으며, 이때 ponding depth

는 0 cm, 최소압력수두는 −90 cm, 강수량은 실측치

(Fig. 2)를 입력하였다. 관심영역은 40개의 요소로 등분

하였으며, 각 요소의 크기는 20 cm×20 cm이고, 총 절

점은 82개이다. 시간간격은 0.001일로 균등하게 분할

하였다. 총 수치모의 시간은 638일이며, 총 시간간격

수는 638,000개이다. 비선형 반복을 위한 압력수두의

오차허용범위는 2×10−2 cm이고, relaxation factor는

0.5이다. 깊이 20, 160, 320, 400 cm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압력수두 변화에 대한 수치모의 결과는 Fig. 3과

같다. 이 결과에서 모든 깊이에서 강우량이 증가하면

압력수두가 증가하며, 반대로 강우량이 줄어들면 압력

수두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깊이에 따라 강우

량에 따른 압력수두 변화를 확인하면 깊이 20 cm 지

점이 깊이 400 cm 지점에서 보다 좀 더 크고 빠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 결과를 통해 강우에

의한 압력수두는 상부에서 빠르게 변하고, 하부로 전

달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며, 강우에 의한 상부에서

의 압력수두 변화가 하부에서의 변화보다 큼을 알 수

있다.

Fig. 4는 강우에 따른 토양 내 압력수두 분포의 변

화를 다양한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강우가 있는

215일(04-Aug-07)부터 220일(09-Aug-07)까지 상부 토

양의 수분함량은 일별 강우량에 따라 빠르게 변동한다.

마찬가지로 비강우시인 221일(10-Aug-07)부터 223일

(12-Aug-07)까지 토양 내 수분은 상부에서부터 점점 줄

어든다. 강우에 따른 토양 내 수분변화의 반응속도는

일반적으로 토양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 있는데, 본 수

θ θs θs θr–( )
h ha–

hb ha–
-------------⎝ ⎠
⎛ ⎞–=

Kr

θ θr–

θs θr–
------------=

Fig. 3. Simulation results of temporal pressure head change

with depth of 20, 160, 320 and 400 cm according to

precipitation.

Fig. 4. Change of the soil pressure head distribution with

time according to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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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모의 결과는 강우에 따른 수분변화의 반응속도가 일

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치모의에 사용된 토양의 물성치가 배수가 원활히 일

어날 수 있는 토양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4.2. 양수 효과를 고려한 경우

W-1 관정은 실제 배추 재배를 위한 물대기에 쓰이

는 관정으로서, 수위 변동폭이 큰 관정이다. 이 관정

주변의 HBH-1과 HBH-2관정도 W-1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관정으로서 특히 W-1 관정의 양수에 의

해서 HBH-1 관측정의 일일 최대 수위 강하폭이 약

250 cm로 나타났다(Fig. 5b). 이러한 관측결과는 이 주

변의 지하수 유동이 양수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으

므로 이 절에서는 강우뿐만 아니라 양수에 의해서 일

어나는 지하수위 변화를 수치 모의 하였다. 이를 위해

토양하부에서는 HBH-1에서 얻은 수위변동 관측값을

일정수두경계조건으로 설정하였고, 토양 상부에서는 강

우에 의한 효과를 동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강우량을

이용하여 가변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HBH-1의 수위

관측결과에 따르면 밭농사가 한창인 약 160일(10-Jun-

07)부터 300일(28-Oct-07)까지는 지하수위가 상대적으

로 낮아져 있고, 일일수위변동도 자주 일어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측결과를 토대로 지하수

흐름 수치모의 결과, 깊이 320 cm 와 400 cm 사이에

서 압력수두는 이런 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Fig. 5a). 그러나 깊이가 상대적으로 낮은

20 cm 와 160 cm 사이에서는 양수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 효과보다는 강우에 의한 토양 내 수분 함량 변화

효과를 상대적으로 훨씬 잘 반영하고 있었다. 이밖에

도, 깊이 320 cm와 400 cm 사이에서는 압력수두가 시

간에 따라서 양수와 음수 값을 가짐으로써, 포화대에

서 불포화대로 또는 불포화대에서 포화대로 시간에 따

라 바뀜을 알 수 있었다.

Fig. 5. (a) Simulation results of temporal pressure head

change with depth and (b) measurement of groundwater

level fluctuation at HBH-1 by pumping at W-1.

Fig. 6. (a) Simulation results of pressure head distribution

change with time according to precipitation and pumping

and (b) measurement of groundwater level fluctuation at

HBH-1 by pumping at 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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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우와 양수에 의해 시간에 따른 지하내 압력수

두분포 변화 양상을 관찰하면 깊이가 약 300~400 cm

사이에서 불포화대와 포화대의 경계가 이루어지고, 상

부토양에서는 강우에 의한 효과에 의해서 압력수두가

급격히 변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하부에

서는 양수에 의한 압력수두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또한 상부와 하부의 압력

수두 변동폭을 비교하면 토양 상부보다는 하부의 변동

이 휠씬 크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이러

한 결론은 Fig. 5의 결과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Fig. 5의 경우 상부 토양에서 압력수두 변동폭과 Fig. 7

의 상부 토양 압력수두 변동폭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보아 강우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하

부는 Fig. 5의 경우 하부 경계조건을 일정수두조건으

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양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계

조건 (Neumann 경계조건, Seepage 경계조건 등등)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Fig. 5와 Fig. 7의 단순비교에 의해

서 양수의 영향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Fig. 7의 하부의 압력두수 변동은 양수의 빈도 및 강도

에 비례해서 변하므로 하부의 압력수두 변동은 양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이 지역의 수문학적인

거동은 강우에 의한 효과보다는 양수에 의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밖에도 수문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질산성 질소 오

염물 거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부

에 일정농도경계조건을 가정하여 수치 모의하였다. 현

재 수치모의는 비반응성 물질을 가정하여 다음 장에서

수행될 생분해 반응을 고려하는 반응성 물질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점오염원

의 생물학적, 수리학적 거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밭농사 재배 관개용수를 위한 잦은 양

수에 따른 오염물 확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양수

시 오염물 확산과 무양수시 오염물 확산을 비교하였다.

Fig. 7의 수치모의 결과에 따르면 오염물은 시간에 따

라서 지하 내부로 이송 및 확산이 일어남에 따라, 최

종 오염운의 최하단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무양수시 100일, 200일, 300일에

오염운의 최하단 이동속도는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지

만, 양수시 오염운의 최하단 이동속도는 100일일 때보

다 200일의 경우 훨씬 빨라졌다. 이는 100일에서 200

일 사이 강우와 양수효과에 의해서 지하 내부 흐름이

크게 바뀌어서 확산과 이송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주된 요인은 양수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무양수시 모사된 100일,

200일, 300일의 오염운 최하단 이동속도는 거의 일정

한데 반하여 양수시에는 100일과 200일 사이의 오염

운 최하단 도달거리가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특정한 심도 80 cm, 160 cm, 240 cm,

400 cm에서 각각 시간에 따른 오염물 농도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는 상부에 가까울수록 오염원

과 가깝기 때문에 농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고, 하부로

갈수록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심

도가 얕은 곳에서의 오염물 농도 변화는 강우와 밀접

히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며, 강우의 변동 폭과 비례해

서 농도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

고 하부로 내려갈수록 강우의 시계열 신호 전파는 약

해져서 농도 변화 주기 및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등

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신호의 지연 및 감쇄 현상 등
Fig. 7. Simulation results of the nonreactive contaminant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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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부로 내려갈수록 분명하게 나타났다. 

4.3. 양수 효과 및 관개수를 고려한 경우

W-1 관정의 양수에 의해서 HBH-1 관측정은 신속히

반응하기 때문에 HBH-1 관정의 수위 측정 자료를 통

해서 W-1 관정의 양수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일

별 관개수량은 펌프의 양수율과 일일 양수시간을 곱하

여 계산할 수 있다. 관개수량이 관개면적에 균질하게

뿌려진다고 가정하면 관개율은 관개수량을 관개면적으

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다. 지표유출손실은 없다고

가정 한다. 이렇게 추정된 월별 관개율은 2007년 6,

7, 8, 9월에 크게 일어나고, 2007년 12월과 2008년 1

월, 2월에 작음을 알 수 있다(Fig. 9). 관개면적은 밭

농사가 행해지는 DA1과 DA3 지역의 면적으로서 약

22,000 m2이다(Fig. 1).

4.2절에서 수행되었던 수치모의 조건은 관개를 위해

양수에 따른 하부 지하수위 변동 효과만을 고려하여,

오염물의 거동을 수치 모의하였으나, 이번 절에서는 관

Fig. 8. Simulation results of temporal variations of

nonreactive contaminant concentrations with depth of 80,

160, 240 and 400 cm.

Fig. 9. (a) Estimated monthly irrigation using groundwater

level data at HBH-1, (b) simulated evaporation, and (c)

simulated drainage into groundwater.

Fig. 10. Comparison of contaminant plumes between when

precipitation as well as pumping and irrigation are included

and when only both precipitation and p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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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위해 양수된 물이 밭에 뿌려진 후 다시 지하로

침투한다는 시나리오를 추가 설정하여, 지하수 흐름 및

오염물 거동을 수치모의 하였다. 위에서 계산된 일별

관개율을 강우 조건과 마찬가지로 지표면에서 가변경

계조건으로 설정한 후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이때 양

수된 물을 관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수

치 결과는 Fig. 10과 같다. 양수한 물을 관개한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 대해서 오염물 거동 양

상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양수한 물을 관개용수로

사용한 경우에 오염물 거동이 약간 크게 나타났다.

4.4. 탈질반응을 고려한 오염물 거동 모델링

탈질반응을 고려하기 위해서 비료형태로 시비되는

총질산량을 추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본 연구에

서는 홍성군 연보 자료(Hongseong-gun, 2007)를 이용

하여 추정하였다. 홍성군 연보에 따르면 총 질산은 해

마다 약 150~200 kg N/ha 범위로 시비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연중 평균 약 169 kg N/ha로 시비된다. 따라

서 지표면에서 유입되는 질산성질소의 추정 시비량을

200 kg N/ha로 가정하고 토양 체적 밀도와 부피수분함

량을 각각 1600 kg/m3와 0.2로 가정하면 토양농도는

12.5 mg NO3-N/kg이고 액상질산성질소농도는 100 mg

NO3-N/L가 된다.

이때 두 가지 가정을 한다. 첫째, 비료로 시비되는 질

소는 질산성질소 형태로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둘째

액상질산성질소 농도는 토양체적밀도와 부피수분함량

을 이용하여 토양농도로부터 추정하는데, 이때 토양에

있는 질산성질소 농도는 배수되는 토양수의 농도와 같

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만, 모델링을 위해 필요한 인자를 추정하는데 논리적

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얻은 추정치를 바탕으

로, 토양 내 초기농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유기

물(기질)은 1 ppm이고, 용존산소는 8 ppm, 액상 질산

성질소는 5 ppm이며, 생분해 가능한 미생물과 영양류

들은 각각 3.53×10−4 ppm, 105 ppm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표면에서 경계조건은 Fig. 2b와 동일한 일정

농도조건을 주었고 하부는 농도구배조건을 0으로 설정

하여,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오염물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수치모의 하였다. 그밖에 생분해 관련 입력변

수는 Table 1과 같이 주어졌고, 초기 및 경계조건은

Table 1. Input data for bioremediation

Parameters Values Units Parameters Values Units

Kd1 0 cm3/mg K pn
(2) 0 mg/cm3

Kd2 0 cm3/mg K po
(3) 1.0×10−3 mg/cm3

Kd3 1.0 cm3/mg K pn
(3) 1.0×10−3 mg/cm3

Kds 5.1×10−5 cm3/mg γ o
(1) 0 dimensionless

Kdo 0 cm3/mg γ n
(2) 0 dimensionless

Kdn 0 cm3/mg γ o
(3) 1.4 dimensionless

Kdp 6.1×10−4 cm3/mg γ n
(3) 2.2 dimensionless

µ o
(1) 0 1/day α o

(1) 0 dimensionless

µ n
(2) 0 1/day α n

(2) 0 dimensionless

µ o
(3) 0.62 1/day α o

(3) 0.0402 dimensionless

µ n
(3) 0.58 1/day α n

(3) 0.1 dimensionless

Y o
(1) 0 mg/mg λ o

(1) 0 1/day

Y n
(2) 0 mg/mg λ n

(2) 0 1/day

Y o
(3) 0.45 mg/mg λ o

(3) 0.004 1/day

Y n
(3) 0.5 mg/mg λ n

(3) 0.004 1/day

K so
(1) 0 mg/cm3 Γ o

(1) 0 mg/cm3

K sn
(2) 0 mg/cm3 Γ n

(2) 0 mg/cm3

K so
(3) 0.04 mg/cm3 Γ o

(3) 7.7×10−4 mg/cm3

K sn
(3) 0.04 mg/cm3 Γ n

(3) 2.6×10−3 mg/cm3

K o
(1) 0 mg/cm3 ε o

(1) 0 dimensionless

K n
(2) 0 mg/cm3 ε n

(2) 0 dimensionless

K o
(3) 7.7×10−4 mg/cm3 ε o

(3) 0.122 dimensionless

K n
(3) 2.6×10−3 mg/cm3 ε n

(3) 0.122 dimensionless

K po
(1) 0 mg/cm3

Kc 1.1×10−4 m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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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로 주어졌다. 여기서 Table 1의 생분해 관련 변

수들은 Widdowson et al. (1988)에서 값을 인용하였다.

생분해를 고려한 모델링의 결과는 Fig. 11에 도시하

였다. Fig. 11에서 질산성질소농도는 상부에서 강우와

함께 토양내로 침투하여 하부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높아지는 반면에, 산소와 유기물은 호기성 분해되어 농

도가 줄어들었다. 초기 에 1 ppm이었던 유기물의 농도

는 산소와 호기성 분해되어 약 1일 (01-Jan-07)에 지

표 경계면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구간에서 0 ppm으로

낮아졌고, 초기에 8 ppm이었던 산소의 농도는 1일에

7.3 ppm으로 낮아졌다. 이후 유기물은 지표 경계면에서

2 ppm의 농도로 주어지나 모두 호기성 분해되어 유기

물의 농도는 수치모의 기간동안 지표 경계면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구간에서 0 ppm이 된다. 반면 산소는 지표

경계면에서 10 ppm으로 유입되어 호기성 분해되고 남

은 양은 하부로 내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부에서

의 산소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 지역

에서 생분해 현상은 유기물의 공급에 의해 제한을 받

고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

Conditions Types Values

Boundary

Flow Top Variable boundary Infiltration rate 

change with time

hp=0.0 cm

hm=90.0 cm

Bottom Dirichlet boundary
Head change 

with time

    

Transport

 

Top

  

Dirichlet boundary C3=3.53×10−4 ppm

Cs=2.0 ppm

Co=10.0 ppm

Cn=100.0 ppm

Cp=105 ppm

Bottom Neumann boundary q3n=0.0 cm/day

qsn=0.0 cm/day

qon=0.0 cm/day

qnn=0.0 cm/day

qpn=0.0 cm/day

Initial

Flow Steady-state 

pressure head

Transport C3=3.53×10−4 ppm

Cs=1.0 ppm

Co=8.0 ppm

Cn=5.0 ppm

Cp=105 ppm

Fig. 11. Subsurface distribution of (a) nitrate, (b) dissolved

oxygen, and (c) substrate concentration when pumping and

no pumping at W-1 for irr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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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에서 주목할 것은 생분해를 고려한 질산성질

소의 시간에 따른 농도분포가 생분해를 고려하지 않은

질산성질소의 분포(Fig. 7)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는 것이다. 생분해를 고려한 질산성질소의 분포와 생

분해를 고려하지 않은 질산성 질소의 분포가 거의 같

게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질산성질소의 생분해

에 의한 탈질화 작용은 산소가 거의 소모된 영역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본 영역에서는 산소가 전 영역에 존

재하고 있어 탈질화 반응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따

라서 본 연구지역은 생분해에 의한 화학적 변형에 따

른 질산성질소 농도변화로 설명하기 것보다는 관개에

의한 양수, 강우 및 질소 비료 시비에 의해서 크게 영

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판단된다.

본 영역에 대한 수치모의는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생분해 관련 상수 값들과 용존산소,

미생물, 유기물 등의 농도분포는 문헌 값에 의존하였

다(Widdowson et al., 1988; Yeh et al., 1997). 이러

한 계수들은 생분해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서

앞으로 좀더 정확한 수치모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생물학적 관련 계수를 획득하는 기술 및 과

정이 요구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농업지역에서의 양수, 강우, 관개, 탈

질작용을 고려한 불포화대 및 포화대 지하수 흐름과

용질이동 모델인 VSFRT2D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현

장에 적용하여 질산성 질소의 거동에 미치는 주요 기

작을 파악하였다. VSFRT2D는 Richards equation을

지하수 흐름 지배방정식으로 이용하며, Thornthwaite

방법을 이용하여 강우가 일어나지 않을 때 지표면 증발

산량 계산 절차를 포함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함으로

써 기존의 불포화대 모델을 개선하였다. 또한 Monod

kinetics에 기반한 생분해 기작을 네 개의 비선형 오염

물 거동 및 변형식으로 이용함으로서 탈질작용을 이

모델에 반영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질산성질소 오염 지

하수가 보고된 홍성 지역의 현장에 적용하였다. 연구

지역에서의 지하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차원 상

에서 강우의 변화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화를 수치 모

의한 결과, 강우에 의한 압력수두는 상부에서 빠르게

변하고, 하부로 전달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며, 강우

에 의한 상부에서의 압력수두 변화가 하부에서의 변화

보다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배수가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 이 지역 토양의 특성이 수치모의에 잘 반영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수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수치

모의 결과, 잦은 양수에 의해 지하수위는 급격히 변하

였고, 이로 인해서 지하 매질 내 흐름 속도가 빨라짐

으로서 오염물이 좀 더 빨리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양수한 물을 관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 대해서 오염물 거동 양상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양수한 물을 관개용수로 사용한 경우에 오

염물 거동이 약간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생

분해에 의한 화학적 변형에 따른 질산성질소 농도변화

는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본 연구지역에

서는 질산성질소의 거동이 관개에 의한 양수, 강우, 질

소 비료 시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판단된다.

사 사

이 연구는 환경부 ‘토양 지하수 오염 방지 기술 개

발 사업’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과제번호 173-

092-009). 이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설적인 비평과

함께 세심한 심사를 해 주신 강원대학교 이진용 교수

님과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Fig. 1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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