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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지역 지하수의 수리지화학적 특성 및 질산염 오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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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ions and nitrogen isotopic analyse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geochemical characters and to identify

the source of nitrate of the shallow groundwater around agricultural field in the Youngdong area. The pH value of

groundwater ranges from 60. to 8.2 (pH 7.2, mean). The average of EC, Eh and DO is 369 µS/cm (70~729 µS/cm),

165.6 mV (29~383.2 mV), 4.3 mg/L (1.8~8.0 mg/L) respectively. The ion concentraion of groundwater was in the

order of Ca2+>Na2+>Mg2+>K2+ and HCO3
->NO3

->SO4
2->Cl->F-. Most of groundwater is Ca-HCO3 type. The

groundwater was affected by water-rock interaction in the shallow depth. Some groundwater is Ca-Cl or Na-HCO3

(2.5%) type that was due to agricultural activities. The NO3_N concetration of grondwater range from 10.2 mg/l to

26.9 mg/l, which show that this area is under nitrate pollution. δ15N-NO3 value of the groundwater is the origins of

are a combination of animal wastes and man-made fertili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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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역인 충북 영동 지역 지하수의 지화학적 특성과 질산염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화학 및 질소동위원소

연구가 수행되었다. 지하수의 pH는 평균 7.2 (6.0~8.2)로 약산성 내지 약알칼리성으로 나타났다. 지하수의 평균 전기

전도도, 산화환원전위 및 용존산소량은 각각 369 µS/cm (70~729 µS/cm), 165.6 mV (29~383.2 mV), 4.3 mg/L

(1.8~8.0 mg/L)이다. 지하수 내 양이온을 함량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Ca2+>Na2+>Mg2+>K2+이고, 음이온의 경

우는 HCO3
->NO3

->SO4
2->Cl->F-이다. 연구지역 지하수의 대부분은 물-암석과의 반응으로 기인된 Ca-HCO3 유형으

로 나타났으며, Ca-Cl 유형 (2.5%) 과 Na-HCO3 (2.5%) 유형은 농업활동 등의 영향으로 전이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

하수 내 질산성 질소의 함량은 10.2 mg/l~26.9 mg/l 범위로 검출되어 오염이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수 내

질산성 질소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한 질소 동위원소 분석 결과, 질산성 질소의 동위원소비 (δ15N_NO3)는

1.9‰~19.4‰ (평균 10.1‰)로 측정되었으며, 동위원소비에 따른 질산염의 기원은 축사의 동물 분뇨나 농지에 시비

된 유기물 비료임을 나타낸다.

주요어 : 농업지역, 지하수, 질산염, δ15N

1. 서 론

연구지역은 충청북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영동군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그리고 심천면을 포함

하고 있으며, 127o32'~127o40'E, 36o41'~36o51'N에

해당하고, 면적은 51.93 km2이다. 이 지역은 무주 남

대천중류, 초강합류점, 호탄수위표 등 3개의 표준유역

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 1급 하천인 초강 외에 석천,

무주 남대천의 지방 2급 하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

구지역 내 농경지 면적비율은 14%이며, 이 중 밭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에 해당된다. 연구지역의 지질은

소백산 편마암복합체에 해당하는 선캠브리아기 흑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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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암, 운모편암 그리고 화강편마암이 넓게 분포하고

상부에 부정합으로 백악기의 퇴적암인 영동층군이 피

복하고 있다. 영동층군은 셰일, 사암 및 역암으로 구성

된다. 또한, 백악기 화강암류와 석영반암이 영동층군을

관입하여, 연구지역의 북부에 넓게 분포한다 (Kim and

Lee, 1986; Kim and Hwang, 1986; Kim et al.,

1978; Kim et al., 1968) (Fig. 1). 연구지역 내에 개

발된 관정수는 1,900여개 소이며, 상수도 보급율이 낮

아 주로 생활용과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하수

의 잠재오염원은 폐수 및 오수배출시설, 유류저장시설

및 판매소, 축산시설 등의 점오염원과 넓은 지역에서

오염물질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비점오염원인 농경지

에서의 농약 및 비료 살포 등의 농업오염원 등을 들

수 있다 (Ministry of Agriculture and Korea Rural

Corporation, 2009). 이번 연구는 농촌 지역에 분포하

는 천부 지하수에 대한 수리지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농업활동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009년 6월 29부터 7월 13일까지 15일간에 걸쳐

140개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현장수질측정 및 시료

채취를 수행하였다. 이 중 지하수 수질 형성 및 오염

에 관한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80개 지점에서는 양

이온 및 음이온 분석용 시료를 채수하였으며, 간이 측

정 결과 질산성 질소 농도가 높은 44개 지점에서는 지

하수 내 질산염 기원을 구분하기 위해 질산성 질소 동

위원소 분석용 시료를 채수하였다 (Fig. 2). 모든 지점

에서 온도 (Temp.), 수소이온농도 (pH), 산화환원전위

(Eh), 전기전도도 (EC), 용존산소 (DO) 등의 수질 특

성은 현장에서 Orion사의 5-Star를 이용하여 모든 시

료채취지점 현장에서 수행하였다. 천부지하수를 채취하

여 공극 크기 0.45 µm인 셀룰로오스 질산염 막필터에

통과시켜 부유 물질을 제거한 후, 폴리에틸렌 용기에

담았다. 특히, 양이온 분석용 시료에 대해서는 용기 표

면에서 발생하는 양이온의 흡착과 용존 이온의 침전

및 미생물의 성장과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질산을

첨가하여 pH 2 이하로 유지하였다. 모든 채수 시료의

운반 및 저장 과정 동안에는 아이스박스와 냉장고를

이용하여 항상 4oC의 저온 상태를 유지하였다. 주요

용존 이온의 이화학 분석은 고려대학교 전략광물자원

연구센터 내 ‘지하수 및 토양환경 분석연구실’에서 수

행하였다. 주요 용존 양이온의 정량 분석은 Perkin

Elmer사의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분석기 (ICP-

AES, Model OPTIMA3000)를, 주요 용존 음이온의

정량분석은 Dionex사의 이온크로마토그래피 (IC,

Model 120)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분석된 양이온은

Ca2+, Mg2+, Na+, K+, SiO2, Fe2+, Al3+, Mn2+,

Zn2+이며, 음이온은 SO4
2-, F-, Cl-, NO3

-, Br-, PO4
3-

이다. 질산성 질소의 질소동위원소 분석용 시료는 무

균채수병에 채수하여 분석 전까지 냉동 보관하였다. 질

산염의 질소동위원소 분석은 서울대학교 농업과학공동

기기센터의 안정동위원소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수행

되었다.

Fig. 1. Geologic map of the study area.

Fig. 2. Sampling locations of the groundwater, Youngdo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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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의

3.1. 지하수의 물리화학적 특성

140개소 지하수의 현장에서 측정된 현장 수질특성을

포함한 물리화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조

사기간 중에 이 지역의 지하수 수온의 범위는 11~

20.7oC로 평균 15.9oC로 나타났다. 평균 pH는 7.2로서

6.0~8.2 범위로 나타났다. 지하수의 전기전도도는 평균

369.9 µS/cm (70.9~729.0 µS/cm)로 확인되었으며, 지

하수 평균 산화환원전위는 165.6 mV(29~383.2 mV),

용존산소량은 평균 4.3 mg/L(1.8~8.0 mg/L)이었다.

산화환원전위 및 용존산소량 측정 결과 산화 상태로

확인되었다 (Table 1).

3.2. 지하수 수질특성

지하수에 용존된 Na+함량은 3.3~72.2 mg/l의 농도

범위를 보인다 (Table 2). 일반적으로 지하수 내 Na

성분은 주로 알바이트와 같은 사장석의 용해로부터 이

루어지나, 생활하수 등과 관련된 오염물질에서도 야기

될 수도 있다. 연구지역 내 지질 특성에 따른 지하수

내 용존 Na의 함량을 살펴보면, 화성암 내 대수층 지

하수의 경우 4.7~72.2 mg/l, 변성암의 경우 3.3~28.4

mg/l, 퇴적암과 충적층에서는 각각 3.3~28.4 mg/l,

11.2~72.2 mg/l이다 (Table 2). 평균 함량은 충적층에

서 가강 높게, 변성암을 모암으로 하는 경우에서 가장

낮게 검출되었다. Na+함량은 인위적 오염으로 부화되

는 NO3
-과의 상관 계수가 0.55로 높은 경향성을 보이

고, HCO3
-과 0.32의 상관 계수를 보이므로, 지질 특성

보다 인위적 오염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

단된다 (Table 3).

자연수 중에 풍부한 이온 성분 중 하나인 Ca2+ 함

량은 7.4~94 mg/l의 범위를 보이며, 최대값은 화강암

에 분포하는 대수층에서 검출되었다 (Table 2). 자연수

내 Ca2+의 공급은 사장석이나 탄산염광물의 용해가 주

요 요인이며, 일부 인위적 활동에 의해 지하수에 용존

되어 존재할 수 있다 (Appeloand Postma, 1999, Jeong,

2001). Ca2+과 음이온별 상관 계수를 보면, HCO3
-과

0.08, SO4
2-과 0.06으로서, 이는 연구지역 지하수 내

Ca2+의 기원으로 탄산염광물 및 석고나 경석고의 용해

기여도가 적음을 시사한다. Cl-과 Ca2+의 상관 계수는

0.52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석회질 비료와 함께 인위

적인 유입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Table 3).

지하수내 Mg2+은 백운석 또는 Mg을 포함하는 방해

Table 1. Field parameters of groundwater in the study

area(n=140)

T(oC) pH EC(µs/cm) Eh(mV) DO(mg/l)

min. 11.0 6.0 71 29.7 1.8 

max. 20.7 8.2 799 383.2 8.0 

Mean 16.4 7.2 340 165.6 4.3 

S.D. 2.2 0.5 169 62.1 1.6 

Abbreviations : max. : maximum value; min :minimum 

value;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Concentrations of chemical composition in the groundwater according to geologic characteristics (units:mg/l)

Ca K Mg Na SiO2 Al Fe Mn Zn F Cl Br NO3 PO4 SO4 HCO3

sadimentary 

rocks

min. 10.9 0.4 1.7 4.7 3.0 0.0 0.0 0.0 0.0 0.1 3.7 0.2 0.0 0.0 8.8 39.5 

max. 89.3 6.5 12.7 40.6 12.6 0.0 0.0 0.0 0.4 3.3 45.0 2.0 40.3 0.0 96.5 314.8 

mean 41.8 2.2 6.1 22.6 8.0 0.0 0.0 0.0 0.1 1.0 14.8 1.3 15.3 0.0 31.8 155.6 

sd. 25.7 1.8 3.9 10.9 3.2 0.0 0.0 0.0 0.1 1.0 12.5 0.6 11.6 0.0 26.2 92.0 

igneous 

rocks

min. 8.5 0.4 1.2 4.7 3.0 0.0 0.0 0.0 0.0 0.1 2.1 0.0 0.0 0.0 1.3 19.3 

max. 94.0 18.2 14.1 72.2 22.7 0.0 0.2 0.0 2.0 15.7 66.4 2.3 165.9 0.1 94.8 276.7 

mean 30.9 3.5 5.5 19.9 10.3 0.0 0.0 0.0 0.4 2.6 17.0 1.3 36.8 0.0 24.1 93.6 

sd. 25.6 5.5 4.6 19.9 7.4 0.0 0.0 0.0 0.6 4.7 19.3 0.8 49.5 0.0 30.2 76.5 

metamorphic 

rocks

min. 6.6 0.5 2.7 3.3 2.0 0.0 0.0 0.0 0.0 0.1 2.8 0.3 0.0 0.0 6.0 23.4 

max. 83.2 13.5 25.4 28.4 12.9 0.0 0.0 0.0 0.6 2.0 53.5 2.0 80.0 0.0 43.9 285.5 

mean 35.9 3.6 11.0 9.8 7.0 0.0 0.0 0.0 0.1 0.5 14.7 1.2 27.2 0.0 17.2 123.1 

sd. 26.2 4.1 7.9 7.8 3.6 0.0 0.0 0.0 0.2 0.6 15.4 0.6 26.5 0.0 12.8 84.4 

alluvium

min. 11.4 0.5 2.2 11.2 8.6 0.0 0.0 0.0 0.0 0.4 2.2 1.4 0.0 0.0 2.5 60.8 

max. 31.6 1.4 5.1 72.2 21.7 0.0 0.1 0.0 2.0 6.2 75.9 1.7 11.1 0.0 14.2 137.0 

mean 21.3 1.0 3.4 26.8 13.7 0.0 0.0 0.0 0.7 1.8 20.8 1.6 3.8 0.0 8.7 100.3 

sd. 9.6 0.4 1.2 30.3 5.7 0.0 0.0 0.0 1.0 2.5 31.0 0.1 5.1 0.0 4.8 27.1 

Abbreviations : max., maximum value; min :minimum value;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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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등의 용해 및 Mg 산화광물이나 규산염 광물의 용

해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다 (Lee et al., 1997). Mg2+

평균함량은 5.1 mg/l (0.3~25.4 mg/l) 이다. 지질 특성

에 따른 평균함량은 화성암의 경우 5.5 mg/l (1.2~

14.1 mg/l), 변성암의 경우 9.8 mg/l (3.3~28.4 mg/l),

퇴적암의 경우 6.1 mg/l (1.7~12.7 mg/l), 충적층은

3.2 mg/l (2.2~5.1 mg/l)로 변성암 내 대수층 지하수

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SO4
2-과

HCO3
-과의 상관 계수가 각각 0.49, 0.64로, 이는 경석

고나 백운석 그리고 Mg을 포함하고 있는 탄산염광물

의 용출 가능성을 지시한다. 또한, Cl- 및 NO3
-와의

상관 계수가 각각 0.45, 0.47로 인위적인 오염원의 유

입을 예측할 수 있다 (Table 3).

지하수 내 K+의 기원은 운모류와 장석류과 같은 조

암광물의 용해작용으로 기인될 수 있지만, 물-암석반응

에 의한 K+함량은 2 mg/l이하가 대부분이다 한다

(Saether and De Caritat, 1997). 또한, K+은 농업활

동으로 인한 화학비료의 사용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지하수내 부화될 수 있다. 연구지역 지하수의 K+ 함량

평균은 1.6 mg/l (0.3~18.2 mg/l)이다. 지질 특성에

따른 K+ 함량을 보면, 화성암과 변성암 내 지하수에서

평균함량이 각각 3.5 mg/l, 3.6 mg/l로 퇴적암(2.2 mg/l)

과 충적층(1.0 mg/l)에 비해 높게 검출되었다 (Table 2).

Cl과의 상관 계수는 0.45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지

하수 내에 K+성분이 부화되었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Table 3).

SiO2의 함량은 2.0~22.7 mg/l 범위로 나타났다. 지

질 특성에 따른 평균함량은 화성암의 경우 10.3 mg/l

(3.0~22.7 mg/l), 변성암은 7.0 mg/l (2.0~12.9 mg/l),

퇴적암의 경우 8.0 mg/l (3.0~12.6 mg/l), 충적층은

13.7 mg/l (8.6~21.7 mg/l)로 나타났다 (Table 2).

지하수의 용존 Al과 Mn 그리고 Fe는 모든 지점에서

검출한계 이하이거나 극소량으로 검출되었다 (Table 2).

지하수의 Zn2+의 평균함량은 0.3 mg/l이며, 최대 4.7

mg/l가 검출되었으며 화성암에 분포하는 대수층에서 확

인되었다. Zn의 음용수 수질기준은 1 mg/l이하로 평균

값은 이보다 낮지만, 이를 초과하여 검출된 연구 지역

의 일부 지점 지하수의 경우 음용수로 활용은 적합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질에 따른 지하수이 용존 F-, Cl-, Br-, NO3
-,

PO4
- 및 HCO3

-의 분석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지하수 내 음이온들의 평균 함량을 비교해 보면, 중탄

산염(HCO3
-)>질산염(NO3

-)>황산염(SO4
2-)>염소(Cl-)

의 순으로 나타났다. HCO3
-는 지하수계에서 일반적으

로 가장 풍부한 성분이며, 특히 천부지하수계의 경우,

Ca2+과 동반하여 높은 이온 농도를 지니고 심부로 진

화하면서 Na+과 동반하여 증가할 수 있다. 또한 NO3
-

의 오염 등 다양한 오염 기작에 의해서도 농도가 복잡

하게 변화하고, 농업활동에서 사용하는 탄산염광물에

의해서도 높게 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역 지

하수 내 질산염이온 (NO3
-)은 최고 농도가 165.9 mg/L

로 나타나며 이는 음용수 수질기준 (44.2 mg/l)을 훨

씬 초과하고 있다. 평균값 (20.3 mg/l) 또한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연구 지역 내 농업활동과 같은

질산염의 오염을 유발시키는 요인과 생활하수의 유출

이 지하수 수질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시한다.

황산염 이온의 평균함량은 96.5 mg/l (1.3~15.7 mg/l)

이다. 황산염이온의 먹는 물 수질기준은 200 mg/l이하

로 연구 지역은 기준 이하로 검출되었다. 지하수 내

황산염의 자연적 기원은 지각물질과의 반응, 즉 황산

염광물로 존재하는 광물의 용해로부터 기인되어진다.

한편, 유기물질 또는 화학물질 등 공장폐수에 의한 오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of ion in the groundwater

Ca Mg Na K Fe SiO2 Zn Cl NO3 SO4 HCO3

Ca 1.00 

Mg 0.69 1.00 

Na 0.15 0.07 1.00 

K 0.30 -0.07 0.13 1.00 

Fe -0.03 -0.03 0.16 0.12 1.00 

SiO2 -0.18 -0.22 0.09 -0.01 0.30 1.00 

Zn -0.10 -0.07 0.07 0.03 0.70 0.26 1.00 

Cl 0.52 0.45 0.55 0.45 0.06 -0.04 0.01 1.00 

NO3 0.03 0.47 0.00 0.33 0.29 -0.03 0.19 0.55 1.00 

SO4 0.26 0.49 0.33 0.53 0.00 -0.13 -0.02 0.59 0.28 1.00 

HCO3 0.08 0.64 0.32 0.18 -0.12 -0.21 -0.17 0.44 0.28 0.3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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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또는 광산 또는 제련소 등에서 배출된 폐수로 기인

될 수 있다. 연구지역 내 지하수의 염소이온 함량은

2.1~75.9 mg/l (12.8 mg/l)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

4.0 mg/l보다 평균 함량이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연구지역의 지하수의 F함량은 평균 1.1 mg/l

(0.1~15.7 mg)이고, NO2는 0.94 mg/l (0.0~8.8 mg/l),

Br은 1.6 mg/l (0.0~2.3 mg/l)이며, PO4
3-는 검출한계

이하로 확인되었다.

3.3. 지하수 유형

Piper diagram은 지하수 화학특성을 표시하는데 널

리 쓰이는 수단인데, 지하수내 주요 양이온과 음이온

의 당량농도 (meq/l)를 비율로 나타냄으로써 지하수의

유형 (type)을 구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양이온의

경우 Na와 K의 당량농도의 합과 Ca와 Mg의 당량농

도의 합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 Na 유형으로, 후

자가 큰 경우 Ca 유형으로, 음이온의 경우 HCO3와

CO3의 당량농도의 합과 Cl, SO4의 당량농도의 합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 HCO3 유형, 후자가 큰 경

우 Cl 유형으로 구분된다 (Piper, 1944).

Piper diagram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체 분석 자료

에 대한 지하수유형을 Fig. 3에 도시하였다. 화학 분석

을 수행한 80개의 지하수 중 Ca-HCO3유형이 76개소

(95%)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유형으로 확인되었으며,

Fig. 3. Piper diagrams of groundwater according to geologic characters. (a) sedimentary rocks, (b) igneous rocks, (c)

metamorphic rocks, (d) alluv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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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HNO3 유형이 2개소 (2.5%), Ca-Cl 유형은 2개소

(2.5%)로 나타났다. Ca-HCO3 유형의 수질은 지하수의

충진 과정 중 자연적으로 수질 특성이 결정되었음을

지시하며, 빗물이 암석 내지 토양 대수층을 거치면서

탄산염 광물의 용해 기작을 겪은 결과이다. Na-HCO3

유형은 물-암석 반응에 의하여 형성되는 대표적인 수

질 유형을 지시하는데, 일반적으로 Na 사장석과 지하

수와의 반응 및 양이온 교환 기작에 의하여 일반적으

로 결정된다. 따라서, 연구 지역 지하수는 충진 과정의

자연적 수질유형 (Ca-HCO3유형)과 이것이 암반대수층

에서 물-암석 반응 등의 수리지구화학적 기작에 영향

을 받은 수질 유형 (Na-HCO3유형), 인위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수질 유형 (Ca-Cl유형)으로 구분된다.

3.4. 질산성 질소의 동위원소 특성과 기원의 추적

지하수 중의 질산성 질소는 대기 중 질소의 생물학

적 고착과 분해, 사람과 동물의 분뇨, 생활하수, 산업

슬러지, 폐수, 침출수, 화학적 및 유기적 비료 및 토양

내 유기 질소 등 다양한 기원으로부터 유래된다. 질산

성 질소는 유아 청색증을 유발하거나 가축의 번식을

저하시키거나, 하천과 해수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원

인으로 작용한다 (Fennesy and Cronk, 1997).

연구지역 지하수 내 질산염의 기원을 추정하기 위해

총 44개의 관정에서 채취된 시료를 대상으로, 질산성

질소의 농도와 질소동위원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자연적인 지하수에서 발생

할 수 있는 NO3-N의 함량은 3 mg/l 정도이며, 그 이

상의 농도는 인위적인 오염원으로부터 기인된 것을 지

시한다고 보고되었다 (Medidon and Brunett, 1995;

Mueller and Helsel, 1996). 연구지역 지하수에서 확

인된 NO3-N의 함량은 10.2 mg/l~26.9 mg/l (평균

14.3 mg/l)로, 이는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10 mg/l)

을 초과하고 있다. Fetter (1988) 에 의하면, 질산성

질소는 일반적으로 오염원으로부터 1 km 이상 이동하

지 않으며, 대부분 100 m 이상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지하수 내 질산성 질소의 부

하는 관정 주변의 축산폐수, 생활하수, 질소비료 등으

로부터 생성되어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질소는 14N과 15N의 안정동위원소가 존재하며, 자연

계 순환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화학적 또는 생화학적

반응에 의해 그 동위원소의 존재비가 변하게 된다. 질

소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질소 화합물의 기원을 밝히고

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질소 화합물

중 수계 내에 주로 존재하는 질산염의 자연적, 인위적

기원을 구별하고자 하는 노력은 Kohl et al. (1971)

이후 다수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Kreitler and

Browning, 1983; Aravena et al., 1993; Komor and

Anderson, 1993; Wilson et al., 1994; Min et al.,

2003; Kellman and Hillair-Marcel, 2003; Chae et

al, 2009; Jeon et al., 2011). 하지만, 질산염의 질소

동위원소비 값만을 이용한 질산염 기원의 구별은 그

동위원소 값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다소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 내에 존재하는 질산염은 그 기원

에 따라 특정 동위원소비 (δ15Nnitrate) 의 범위 갖는다.

연구자에 따라 기원에 대한 동위원소비가 약간 차이가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기 기원의

질산염은 대기 중의 NOx 성분이 강수에 용해되어 지

표로 유입되는 것으로, 약 -5~+10‰의 값을 나타낸다.

2) 농업 활동에 관련된 질소 비료의 사용으로부터 유

입되는 질산염의 δ15Nnitrate값은 일반적으로 -4~4‰이

지만, 일부 비료에서는 -8~8‰을 보이기도 한다

(Kendall and McDonnell, 1998). 3) 분뇨에서 기인하

는 질산성 질소의 δ15N는 약 10~25‰의 범위 값을

Table 4. Concentrations and δ15N of NO3-N in the

groundwater

samples
NO3-N

samples
NO3-N

mg/l δ15N(‰) mg/l δ15N(‰)

M-00331 11.5 10.0 M-00137 14.4 8.6

K-00046 23.6 14.3 M-00143 12.9 13.1

L-00147 23.0 10.6 M-00144 12.2 13.8

L-00193 11.2 11.2 M-00147 10.2 12.5

L-00411 14.6 11.8 M-00150 17.9 8.8

M-00047 10.8 12.2 M-00170 11.8 12.5

M-00056 13.2 13.0 M-00176 13.1 10.0

M-00080 14.3 9.2 M-00186 11.9 11.0

M-00091 16.4 7.9 M-00188 10.5 14.3

M-00125 11.0 5.0 M-00212 22.7 11.7

M-00128 11.2 11.6 K-00557 12.4 3.0

K-00113 15.2 12.7 K-00583 18.9 1.9

K-00283 12.1 13.4 K-00606 14.2 3.8

K-00301 14.0 7.5 K-00610 15.7 5.7

K-00352 13.3 7.3 K-00728 15.9 9.5

K-00403 11.6 8.8 L-00097 15.3 9.8

K-00426 12.2 9.4 L-00237 15.5 12.8

K-00442 19.2 4.9 L-00311 26.9 19.4

K-00454 16.3 11.6 L-00317 11.7 13.8

K-00475 11.9 5.2 L-00323 10.4 12.7

K-00481 12.6 6.7 L-00328 10.9 11.3

K-00522 14.5 11.6 L-00466 11.1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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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또한, 4) 토양 유기물로부터 기인한 질산염의

δ15Nnitrate는 3~8‰의 범위를 보인다 (Heaton, 1986).

연구지역 지하수의 동위원소비를 Fig. 4의 히스토그

램으로 도시하였다. δ15Nnitrate 값은 1.9~19.4‰의 범위

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은 10.1‰로 나타난다 (Table 4).

질산성 질소의 농도와 질소동위원소비 값의 상관 관계

를 Fig. 5에 도시하여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A 그

룹은 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12.4~19.2 mg/l이며,

δ15Nnitrate 1.9~4.9‰를 갖는 영역으로, 농업활동과 관

련된 질소 비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질산성 질소의 오

염이 추정된다. B 그룹은 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14.0~16.4 mg/l이며, δ15Nnitrate 5~7.9‰이다. 이 그룹

은 지하수 내 질산염의 질소동위원소비 값 범위는 자

연 토양의 유기질소 기원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질

산성 질소의 농도가 높음을 고려할 때, 낮은 동위원소

비를 갖는 화학비료와 높은 동위원소비를 갖는 동물

분뇨의 혼합에 의한 오염을 배제할 수 없다. C 그룹은

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11.1~23.0 mg/l이며, δ15Nnitrate

8.6~10.6‰인 관정이다. B그룹과 비교해 화학비료에

의한 오염보다 동물 분뇨에 의한 오염물질이 유입이

더 우세하게 혼합된 관정이다. D 그룹 : 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10.2~26.9 mg/l이며, δ15Nnitrate 11.0~19.4‰

인 관정으로 동물분뇨에 의한 오염이 아주 우세한 것

으로 여겨진다. 질산성 질소의 함량과 질소동위원비값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감소

함에 따라 질소동위원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보인

다. 이런 경향은 지하수 내의 탈질작용 (denitrification)

의 가능성을 지시한다. 탈질작용은 질산염의 환원 반응

으로서,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질산염의 질소동위원

소 중 14N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N2 (혹은 NO2)

로 변환된다. 따라서, 잔류하는 질산염의 δ15Nnitrate값이

점차 증가하는 기작이다 (Kendall and Mcdonnell,

1998). 이를 앞서 제시한 오염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는 질산성 질소의 질소동위원소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산소동위원소 연구가 병행되어져야 한다. 만약 탈질 작

용으로 인하여 무거운 질소동위원소가 부화되었다면,

이와 함께 무거운 산소동위원소도 부화되어 특정 범위

의 산소동위원소비를 갖는 오염원과의 구분이 가능하

게 된다 (Kendall and Mcdonnell, 1998).

따라서, 연구지역 지하수에 대한 질산성 질소의 오

염이 우려되어지며, 오염의 주원인은 농경지에 과다 시

비된 화학비료와 동물 분뇨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충북 영동 지역 지하수의 수리지화학적 특성과 질산

염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화학 및 질소동위원소

연구가 수행되었다. 지하수의 평균 pH 7.2 (6.0~8.2)

로 약산성 내지 약알칼리성으로 나타났다. 지하수의 평

균 전기전도도, 산화환원전위 및 용존산소량은 각각 369

µS/cm (70~729 µS/cm), 165.6 mV (29~383.2 mV),

4.3 mg/L (1.8~8.0 mg/L) 이다. 주요 양이온의 함량

은 Na+, 3.6~72.2 mg/l; K+, 0.3~21.4 mg/l; Ca2+,

7.4~94.0 mg/l; Mg2+, 0.3~25.4 mg/l이다. 음이온의 함

량은 HCO3
-, 19~285.5 mg/l; NO3

-, 0.0~165.9 mg/l;

SO4
2-, 1.3~96.5 mg/l; Cl-, 0.3~21.4 mg/l; F-, 0.1~

15.7 mg/l 이다. 연구지역 지하수의 대부분은 물-암석

과의 반응으로부터 기인된 Ca-HCO3 유형 (95%) 으로

나타났으며, 농업활동 등의 영향으로 일부 Ca-Cl 유형

(2.5%) 과 Na-HCO3 (2.5%) 유형으로 전이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수 내 질산성 질소의 함량은 10.2 mg/l~

Fig. 4. Frequency diagram of δ15N-NO3 in groundwater of

Youngdong area.

Fig. 5. Plot of NO3-N concentration versus δ15N of NO3-N

in groundwater of Youngdo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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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mg/l 범위를 보이며,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 10 mg/l

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오염이 가장 우

려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하수 내 질산성 질소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한 질소 동위원소 분석 결과, 질산

성 질소의 동위원소비 (δ15N_NO3) 는 1.9‰~19.4‰

(평균 10.1‰) 로 측정되었다. 연구지역 지하수에 대한

질산성 질소의 오염이 우려되어지며, 오염의 주원인은

농경지에 과다 시비된 화학비료와 동물 분뇨 등이 복

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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