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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emporal and spatial analyses of total nitrogen (TN) fractionation were conducted in order to understand 1) total nitrogen 
components in streams and 2) their patterns in rainy and dry seasons. The result showed that the concentration of nitrogen 
components in stream water was lower in non-urban area and getting higher in urban area. Dissolved total nitrogen (DTN) was 
95~97.7% of total nitrogen in streams, and the proportion of dissolved organic nitrogen (DON) and ammonia nitrogen 
(NH3-N) was higher with increasing urban area. The concentration of total nitrogen and nitrate nitrogen (NO3-N) were highest 
in winter among four seasons. The result was showed that concentration of NH3-N was same variation as concentrations of TN 
and NO3-N in urban-rural complex and urban areas, except rural areas. During rainy season,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organic nitrogen (PON) and NH3-N increased in rural areas and decreased in both urban-rural complex and urban areas. 
Correlation between total nitrogen components and land use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ite > paddy,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forest. The variation of total nitrogen concentration was determined by NO3-N in non-urban areas, by NO3-N 
and NH3-N in urban-rural complex and by NH3-N in the urban areas.

Key words : Ammonia nitrogen, Dissolved organic nitrogen, Land uses, Nitrate nitrogen, Particulate organic nitrogen, Total 
nitrogen components

1. Introduction1)

담수에서 질소의 주요형태는 유기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그리고 다수의 유기질소 화합

물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수 에서 질소는 하천으로 

직  유입되는 강수, 수 과 퇴 물에서의 질소고정, 복류수 

는 지하수로부터의 기 유출, 유역으로부터의 직 유출, 
박테리아 탈질화에 의한 질산성질소의 N2로의 환원에 이어 

기  질소기체로 되돌아가거나, 퇴 물에서의 무기, 유기

질소의 구 인 손실로 인하여 유출된다(Wetzel, 1983).
수 의 질소는 1차 생산자인 조류성장에 효과 이나, 

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하수 는 공장폐수가 수계로 유입

될 경우 수 의 용존산소결핍, 부 양화, 녹조 상의 원인

이 된다. 질소, 인 등의 상수원 유입으로 인한 부 양화는 

수돗물에서 맛과 냄새의 원인이 되며, 정수공정에서 모래여

과지의 막힘 상을 유발하여 여과지의 운 시간을 단축시

킨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여러 가지 속이온과 결합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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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콜로이드성 입자, 부유물질, 그리고 

하천 바닥 토사에 흡착되기도 하는데(Chung and Kim, 
2005), 수 에 다량 존재할 경우 물고기의 아가미에 염증을 

유발하고, 질산성 질소로 산화되는 과정에서 수 의 산소를 

소모하여 용존산소 부족으로 인한 어류  수생식물에 

향을 주며, 퇴 물로부터 수 으로 인(P)과 속의 용출

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상수원수  과량의 암모니아성 

질소는 수처리 과정에서 염소요구량을 증가시켜 정수비용

에 따른 경제 인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 질산성 

질소는 체내에서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아민(nitroamine)이 

환원되어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유아에게는 체내에서 

산소 달을 방해하는 청색증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Duncan et al., 1997).
공공수역과 수환경에 직 인 향을 주는 환경기 시

설  개별배출시설 등에서의 국내 질소 규제 황을 살펴

보면, 총질소를 기 으로 리하고 있으며 공공수역의 경우 

호소에서는 용수 이용 등 별 0.2~1.5 mg/L의 총질소에 

한 환경기 을 마련하여 리하고 있으나, 질소 농도가 높

은 우리나라 호소 특성상 인이 제한 인자로 작용하여 질소 

기  용은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하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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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질소에 한 별도의 수질 기  설정 없이 2009년에 

총인 기 만 설정하여 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환경

기 시설 방류수 기 은 그 종류와 시설용량에 따라 20~60 
mg/L이하이며, 개별배출시설에 한 배출허용기 은 지역

에 따라 30~60 mg/L 이하를 용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

기 시설이나 개별배출원에 한 규제 기 도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 별도의 처리 노력 없이도 기 을 만족할 수 

있는 수 이다.
이와 같이 질소는 존재 형태별로 수생태계와 인체에 다

양한 형태로 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담수에서는 주로 

인이 부 양화의 제한인자로 작용하여 질소 리는 소홀히 

여겨왔다. 한 유역특성에 따라 동일한 총질소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존재 형태별로 서로 다른 농도로 존재할 수 있어 

행 총질소 기 의 규제는 질소의 존재 형태별로 미치는 

향에 따른 한 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간 담수에서의 질소와 련한 연구에서는 Xia et al. 

(2004)이 질산화 과정에서 부유물질의 향을 고찰한 바 

있으며, Chung (2003)은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 측을 한 

회귀모형을 개발하 다. Chung et al. (1999)은 농업 비 오

염원에 의한 연  질소부하량을 악하 으며, Lee, Park, 
Lee et al. (2010)은 팔당호 유입하천에서의 질소수지를 산정

한 바 있으나 하천에서의 질소 존재형태별 분류와 분포특

성을 연구한 사례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에서의 총질소를 존재형태별

로 구분하고, 계 별, 강우/비강우  유황 시기별로 분포 

상태를 시공간 으로 악하여 차이에 한 원인을 규명하

고자 하 으며, 이러한 분포 특성을 결정하는 유역인자  

토지이용 황과의 련성을 고찰하고자 하 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조사지   조사기간

연구 상 지 은 한강수계 북한강(N) 권역인 가평천(G.P.), 
소양강(S.Y.), 인북천(I.B.), 조종천(J.J.) 4개 주요 지천, 충주

을 기 으로 남한강 상류(S1) 권역인 골지천(G.J.), 오
천(O.D.), 주천강(J.C.), 평창강(P.C.) 4개 주요 지천, 남한강 

하류(S2) 권역인 청미천(C.M.), 양화천(Y.H.), 복하천(B.H.) 
3개 주요 지천, 경안천(G)  팔당  이하 한강 하류(H) 권역

인 왕숙천(W.S.), 랑천(J.R.), 탄천(T.C.), 안양천(A.Y.) 4개 

주요 지천 말단 지  등 총 16개 지 으로 하 다(Fig. 1). 조
사기간은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2009~2012년까지 최근 4
년간의 연 36회 이상 평균 8일 간격으로 수질과 유량을 동

시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 다.

2.2. 조사항목  분류방법

조사항목은 총질소(total nitrogen, TN), 입자성 유기질소

(particulate organic nitrogen, PON), 용존 총질소(dissolved 
total nitrogen, DTN), 용존 유기질소(dissolved organic nitrogen, 
DON), 암모니아성 질소(ammonia nitrogen, NH3-N), 아질산성 

질소(nitrite nitrogen, NO2-N)  질산성 질소(nitrate nitrogen,

Fig. 1. A map showing the 16 study sites(S.Y. : Soyanggang, 
I.B. : Inbukcheon, G.P. : Gapyeongcheon, J.J. : Jojong-
cheon, G.J. : Goljicheon, O.D. : Odaecheon, J.C. : 
Jucheongang, P.C. : Pyeongchanggang, C.M. : Cheong-
micheon, B.H. : Bokhacheon, Y.H. : Yanghwacheon, 
G.A. : Gyeongancheon, W.S. : Wangsukcheon, J.R. : 
Jungnangcheon, T.C. : Tancheon, A.Y. : Anyangcheon).

NO3-N)를 상으로 하 다. 이  TN, DTN, NH3-N, NO3-N
은 실측자료를 활용하 다. PON은 입자성 총질소(particulate 
total nitrogen, PTN)가 부분 PON으로 존재함에 따라 PTN
을 PON으로 간주하여 산정하 다. NO2-N은 하천수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0으로 가정하 다. DON은 DTN에

서 NH3-N과 NO3-N의 합과의 차이로 산정하 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상유역 토지이용 황

조사지  상 유역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각 유역에

서의 토지이용 황을 조사하 다. 토지이용 황은 2012년 

기  지  공부상 28개 토지 지목을 수질오염총량 리에서 

용 인 , 답, 임야, 지, 기타 5개 지목으로 재분류하

여 산정하 다(Table 1). 그 결과 N  S1 권역은 산림이 

약 80% 이상이고, 지는 3% 미만으로 비도시･산림지역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S2 권역은 ･답 비율이 32~45%이고, 
지 비율이 8.9~13.7%로 도･농 복합지역의 특성을 보 다. 

한편 G  H 권역은 지 비율이 11.2~34.8%로 다른 수계

권역에 비해 훨씬 높아 형 인 도시지역의 특성을 나타

내었다.

3.2. 질소농도 분포  존재형태별 구성비

한강수계 내 주요 지류 하천의 질소성 오염물질의 농도와 

존재형태별 구성비를 악하여 권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

는지 고찰하 다. TN과 존재형태별 농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 다. TN 농도분포는 1.856~13.029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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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and use classification from the study sites

　

Upland Paddy Forest Site Other Total
Area
(km2) % Area

(km2) % Area
(km2) % Area

(km2) % Area
(km2) % Area

(km2)

N

G.P 12.3 4.1 5.6 1.9 266.7 89.2 4.5 1.5 9.8 3.3 299.0
S.Y. 44.7 4.3 6.1 0.6 949.2 91.2 11.2 1.1 29.6 2.8 1040.8 
I.B. 40.9 4.8 23.1 2.7 741.3 87.3 12.6 1.5 31.4 3.7 849.3 
J.J. 14.5 6.1 8.2 3.5 189.1 80.0 10.5 4.5 14.2 6.0 236.5 

S1

G.J. 53.7 6.5 4.3 0.5 717.1 87.1 14.8 1.8 33.6 4.1 823.5 
O.D. 29.3 6.8 2.9 0.7 376.9 88.0 7.0 1.6 12.3 2.9 428.3 
J.C. 59.7 10.1 20.0 3.4 466.2 78.6 17.0 2.9 30.2 5.1 593.2 
P.C. 103.9 9.4 21.2 1.9 900.6 81.5 30.5 2.8 49.2 4.4 1105.5 

S2
C.M. 72.7 12.7 110.5 19.2 285.4 49.7 51.2 8.9 54.9 9.6 574.8 
Y.H. 32.6 18.8 44.5 25.7 58.0 33.5 20.0 11.5 18.2 10.5 173.2 
B.H. 39.3 13.1 64.9 21.7 128.0 42.8 40.9 13.7 25.9 8.7 299.0 

G G.A. 11.2 7.4 11.5 8.1 98.7 61.7 25.1 15.6 10.7 7.1 157.2 

H

W.S. 20.6 8.2 17.9 7.1 167.2 66.4 28.2 11.2 17.9 7.1 251.9 
J.R. 9.1 8.5 7.7 7.2 63.7 59.6 18.2 17.1 8.07 7.6 106.8 
T.C. 8.5 4.4 8.5 4.4 92.0 47.2 60.3 30.9 25.6 13.1 194.9 
A.Y. 14.6 8.5 8.514 5.0 75.6 44.0 59.8 34.8 13.4 7.8 171.9 

Table 2. The concentrations of total nitrogen components at the study sites (mean ± S.D. (C.V.))

Site TN
(mg/L)

PON
(mg/L)

DON
(mg/L)

NH3-N
(mg/L)

NO3-N
(mg/L)

N

G.P.
2.240 ± 0.622 0.054 ± 0.077 0.267 ± 0.213 0.032 ± 0.035 1.888 ± 0.551

(0.28) (1.43) (0.80) (1.09) (0.29)

S.Y.
2.383 ± 0.487 0.051 ± 0.047 0.253 ± 0.147 0.020 ± 0.021 2.060 ± 0.450

(0.20) (0.92) (0.58) (1.05) (0.22)

I.B.
1.856 ± 0.542 0.056 ± 0.180 0.225 ± 0.123 0.040 ± 0.036 1.535 ± 0.428

(0.29) (3.21) (0.55) (0.9) (0.28)

J.J.
3.011 ± 1.005 0.069 ± 0.067 0.427 ± 0.594 0.028 ± 0.027 2.486 ± 0.708

(0.33) (0.97) (1.39) (0.96) (0.28)

S1

G.J.
2.536 ± 0.574 0.053 ± 0.059 0.293 ± 0.156 0.020 ± 0.019 2.170 ± 0.546

(0.23) (1.11) (0.53) (0.95) (0.25)

O.D.
3.391 ± 0.848 0.082 ± 0.191 0.358 ± 0.240 0.020 ± 0.019 2.931 ± 0.804

(0.25) (2.33) (0.67) (0.95) (0.27)

J.C.
2.949 ± 0.657 0.065 ± 0.092 0.331 ± 0.236 0.022 ± 0.017 2.531 ± 0.613

(0.22) (1.42) (0.71) (0.77) (0.24)

P.C.
3.020 ± 0.626 0.072 ± 0.085 0.317 ± 0.176 0.025 ± 0.018 2.606 ± 0.596

(0.21) (1.18) (0.56) (0.72) (0.23)

S2

C.M.
3.661 ± 1.442 0.151 ± 0.177 0.570 ± 0.265 0.223 ± 0.308 2.716 ± 1.204

(0.39) (1.17) (0.46) (1.38) (0.44)

Y.H.
4.604 ± 1.727 0.188 ± 0.268 0.643 ± 0.304 0.305 ± 0.334 3.468 ± 1.554

(0.38) (1.43) (0.47) (1.10) (0.45)

B.H.
6.501 ± 1.925 0.246 ± 0.330 0.834 ± 0.533 1.182 ± 1.157 4.240 ± 1.112

(0.30) (1.34) (0.64) (0.98) (0.26)

G G.A.
5.024 ± 2.130 0.206 ± 0.193 0.740 ± 0.436 0.575 ± 0.874 3.502 ± 1.328

(0.42) (0.94) (0.59) (1.52) (0.38)

H

W.S.
10.516 ± 4.462 0.537 ± 0.571 1.220 ± 1.031 5.077 ± 5.020 3.682 ± 1.502

(0.42) (1.06) (0.85) (0.99) (0.41)

J.R.
8.808 ± 3.019 0.400 ± 0.461 1.208 ± 0.819 2.293 ± 2.915 4.907 ± 1.877

(0.34) (1.15) (0.68) (1.27) (0.38)

T.C.
9.453 ± 3.701 0.552 ± 0.556 1.473 ± 0.984 4.120 ± 3.390 3.308 ± 1.022

(0.39) (1.01) (0.67) (0.82) (0.31)

A.Y.
13.029 ± 5.271 0.689 ± 0.722 1.535 ± 1.241 5.808 ± 5.496 4.996 ± 2.191

(0.40) (1.05) (0.81) (0.95) (0.44)
S.D. : Standard deviation, C.V. : Coefficient of variation



박지형ᆞ손수민ᆞ김용석

한국물환경학회지 제30권 제5호, 2014

506

PON은 0.051~0.689 mg/L, DON은 0.225~1.535 mg/L, NH3-N
은 0.020~5.808 mg/L, NO3-N은 1.535~4.996 mg/L의 범 로 

권역별로 큰 차이를 보 으며, 공간  농도 분포는 N 권역이 

TN 뿐만 아니라 존재형태별 농도에서도 가장 낮은 농도를 

보 으며, S1, S2, G  H 권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질소 형태별 농도의 변이계수(C.V.)는 지 마다 다소 차

이를 보 으나 체로 PON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NH3-N, DON 순으로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

에 따른 조류의 증식･사멸과 강우시 비 오염원으로부터 

입자성 유기질소의 생성  유출에 의해 다른 존재형태별 

질소 성분보다 변동 폭이 크기 때문으로 단된다.
권역별 질소성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N 권역이 PON 

2.4%, DON 11.9%, NH3-N 1.3%, NO3-N이 84.4%로 97.6%
가 용존태인 DTN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  86.1%가 

NO3-N형태로 존재하 다(Fig. 2). S1 권역은 PON 2.3%, 
DON 11.1%, NH3-N 0.8%, NO3-N이 85.8%로 N 권역과 

유사하게 NO3-N > DON > PON > NH3-N 순의 구성비를 

나타내었다. S2 권역은 PON 4.9%, DON 15.6%, NH3-N 
9.0%, NO3-N이 70.5%, G 권역은 PON 4.8%, DON 15.7%, 
NH3-N 8.4%, NO3-N이 71.1%로 N, S1 권역보다 상 으

로 PON 비율이 높았으며, DTN 에서는 DON과 NH3-N 
비율이 높고 NO3-N이 낮아 용존태 구성비에서도 차이를 

보 다. 한편 H 권역은 PON 5.0%, DON 13.7%, NH3-N 
33.6%, NO3-N이 47.7%로 NH3-N의 비율이 다른 권역에 비

해 높아 인간의 경제활동 등 인 인 오염원 증가에 따라 

이들 성분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단된다. 이로 미루

어 수체 내 질소는 해당 유역의 특성을 반 하며, 농도  

구성 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질소성 오염물질을 입자성/용존성 기 으로 구분하면, 모

든 권역에서 용존성인 DTN 비율이 95.0~97.7%로 TN의 

부분을 차지하 으며, 이  수생생물의 먹이원으로 이용

되는 DIN 비율은 79.5~86.6%, DIN  NO3-N이 차지하는 

비율이 58.7~99.1%로 상 인 비율은 높았으나 유역특성에 

따라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NO3-N 비율이 상 으로 

큰 이유는 NO3-N이 수용성으로 물에 잘 녹아 토양에서 용

탈이 잘 일어나고, 수체 내 호기성 조건 시 활발한 질산화 

작용으로 쉽게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Horne and Goldman,

Fig. 2. Proportion of total nitrogen from the study sites.

1994; Lee, Park, Lee et al., 2010).
한편, 용존성 질소 오염물질의 공간  형태별 구성 비율

은 체로 비도시･산림지역인 N, S1 권역에서 용존성 질소 

성분이 높게 나타나고, 도농복합  도시 지역인 S2와 H 
권역에서 상 으로 낮아 이들 지역에서는 입자성질소의 

향을 더 크게 받음을 암시한다.

3.3. 존재형태별 질소의 계 별 변동 특성

계 별 질소의 존재형태별 변동 특성을 악하기 하여 

권역별로 4년간 월별 평균 농도 변화를 분석하 다(Fig. 3). 
TN은 권역 구분 없이 동 기에 높고 하 기에 낮아지는 ∪

자 형태의 패턴을 보 다. 다만 계 에 따른 변동 기울기는 

N  S1 권역에서보다 S2, G  H 권역에서 크게 나타나 

계 에 따른 변동 폭이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는 Lee et al. 
(2012)가 주거형 하천에서 장마기간 동안 TN이 최소 농도

를 보인 반면, 농지형  산림형 하천은 계  변동이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 다.
PON은 권역별로 계 에 따른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동 기와 강우기에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H 권역에서는 체로 ∪자 형태의 분포 특성을 보

다. DON도 PON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변동 패턴이 없거나 

∪자 형태의 분포 특성을 나타내었다.
NH3-N은 I.B. 지 을 제외한 N 권역과 S1 권역에서 동

기에 낮고 하 기에 높아지는 ∩자 형의 패턴을 나타내었으

며, S2, G  H 권역에서는 동 기에 높고 하 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자 형태의 분포특성을 보 다. 특히 H 권역의 

A.Y. 지 은 동 기에 NH3-N이 NO3-N보다 최  5.2배 높

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원인은 S2, G  H 권역은 

동 기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 시설에서 생물학  공정의 

질산화균 활성 하  하천에서 1차 생산자의 증식률 감소

에 따른 양염 이용률 하와 련이 있는 것으로 단되

며, 하 기로 갈수록 하천  환경기 시설에서의 질산화율 

증가  조류의 NO3-N보다 NH3-N의 높은 선택성에 의한 

이용률 증가에 따른 향으로 단된다. 반면 N  S1 권역

의 변동 패턴은 질소성 오염물질에 한 오염원이 상

으로 어 동 기 유출량이 고, 하 기 강우시 경작지 등 

비 오염원으로부터 입자성 유기질소의 유출속도 증가에 따

른 데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N 권역인 I.B.지 에서는 ∪

자형의 패턴을 보여 인 한 유역과는 다른 하류권역에서의 

오염원 유출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타 지 에 비해 

오염원에 의한 향을 좀 더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Chapman (1992)은 계 으로 하천에서 NH3-N 농

도는 온도가 낮고 질산화균이 활발하지 않은 겨울철에 높

게 나타나고, 유량이 풍부하고 온도가 높은 하 기에는 질산

화 작용 때문에 낮게 검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한, Chung and Kim (2005)도 강 수계 하천에서 NH3-N 
농도는 겨울철에 온도가 10~12°C 이하로 떨어질 때 격

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 으며, Park and Sohn 
(2012)의 팔당호 유입하천인 경안천과 남한강 유역의 계

별 NH3-N 농도변화와도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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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nthly changes of total nitrogen components from the study sites.

Fig. 4. The ratios of total nitrogen and its components by rainy/dry season.

NH3-N가 높은 지 에서는 질산화과정을 거치는 동안 소

모되는 산소가 BOD에 향을  수 있다. Min et al. (2011)
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의 직하류 지 은 BOD의 19~26%, 
일반 하천에서는 BOD의 3%까지 NOD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NO3-N은 TN과 같이 권역 구분 없이 ∪자형의 패턴을 

나타내었으나, 계 에 따른 변동 기울기는 체로 S2, G 
유역이 N, S1 권역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H 권역에서는 완

만한 변동 패턴을 보 다. 이는 NH3-N이 고농도로 존재하

는 H 권역에서는 오염원의 치가 조사지  인근에 치

하여 동 기 낮은 수온에 의한 질산화균의 활성이 낮아져 

질산화 반응이 억제됨에 따른 향으로 단된다.

3.4. 강우  유량에 따른 존재형태별 질소 분포 특성

강우  비강우기 TN과 존재형태별 질소의 유출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NIER(2014)에서 제시한 유효강우 10mm/
일을 기 으로 선행강우에 의한 향을 고려하여 조사일로

부터 선행강우 3일  강수량이 10mm 이상일 경우 강우

기로, 10mm 미만은 비강우기로 구분하여 TN, PON, DON, 
NH3-N  NO3-N의 강우/비강우 비를 구하 다(Fig. 4).

TN과 DON, NO3-N은 조사 상 권역에 상 없이 강우/비
강우 비가 1.0 미만으로 비강우기에 더 높았으며, 두 시기 

간 농도 편차는 N  S1 권역에서 보다 S2  H 권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NH3-N는 N과 S1 권역에서 각각 1.1, 1.3으로 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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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otal nitrogen component concentrations plotted against flow duration interval at N and S1.

시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나 도･농 복합지역인 S2 권역과 

G  도시 지역이 집된 H 권역에서는 강우/비강우 비

가 각각 0.7, 0.5, 0.6으로 비강우시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N  S1 권역의 경우 오염원이 기 때문에 비

강우기에는 부분의 질소성 오염물질이 토양층을 장기간 

거치면서 제거되거나 질산화되어 기 유출을 통해 하천으

로 유입되는 반면, 강우기에는 지표면 유출량 증가로 토양 

표층에 있는 유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형태의 오염

물질 한 함께 단기간에 유출됨에 따른 향으로 단된

다. S2  H 권역은 비강우시 다수의 오염원과 하수처리

장 방류수로부터 암모니아성 질소가 직  유입되고, 강우시

에는 강우에 의한 희석효과가 오염원에 의한 향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PON은 S1 권역에서 1.3, S2 권역 1.1로 강우기에 더 높

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나, N 권역은 0.9로 비강우기에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지   I.B.지 이 3.3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오염원 향을 더 크게 받음에 따른 

향으로 이를 제외하면 평균 1.0 수 으로 강우 유무에 따

른 유출 특성은 미미한 수 으로 단된다.
유황시기에 따른 TN과 존재형태별 질소 농도 분포를 악

하기 하여 비 과 유량에 의한 TN  존재형태별 질소 농

도 분포 특성을 분석하 다. 비 과 유량백분율은 측정된 유량 

자료를 가장 큰 값에서 작은 값 순으로 정렬하여 각 유량값

에 하여 이 값을 과하는 일수를 백분율로 계산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연  95일, 185일, 275일, 355일을 

과하지 않는 유량을 각각 풍수량, 평수량, 수량, 갈수량

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 유량지속곡선 련 연구에서 일

반 으로 수문학  상태를 홍수량(High flows, 0~10%) 구간, 
풍수량(Moist conditions, 10-40%) 구간, 평수량(Mid-Range 
conditions, 40~60%) 구간, 수량(Dry conditions, 60~90%) 
구간, 갈수량(Low flows, 90~100%) 구간으로 분류한다. 이
를 반 하여 유량지속곡선에 측정값의 분포를 나타내고, 각 

구간에 한 존재형태별 질소 평균값을 토 로 권역별 경

향을 분석한 결과를 Fig. 5~6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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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otal nitrogen component concentrations plotted against flow duration interval at S2, G and H.

PON 농도는 N  S1 권역 등 상 으로 낮은 오염지

역에서는 체로 유황 시기별로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

거나 홍수기에서 갈수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었고, G, S2  H 권역 등 높은 오염지역은 갈수기로 갈수

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권역별로 PON의 유출기원이 서

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DON, NO3-N은 S.Y., O.D., C.M. 지  등 일부 지

에서는 갈수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체로 용존 형태의 특성을 반 하여 희석 향이 큰 홍수

기보다는 갈수기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는 Lee, Park, Im et al. (2010)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횡성호 유입하천에서의 하천유량과 NO3-N과는 음의 상

성을 나타낸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
NH3-N도 체로 홍수기보다 갈수기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 으나 S1 권역에서는 오히려 홍수기에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이와 같은 원인은 S1 권역에서 비 오염원

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고랭지 경작의 성행과 련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3.5. 상 성분석

TN의 변동에 향을 미치는 존재형태별 인자를 악하기 

하여 각 조사지 의 TN과 주요 구성성분인 PON, DON, 
NH3-N  NO3-N과의 상 성 분석을 수행하 다(Table 3). 
N  S1 권역에서의 TN은 NO3-N과는 상 계수 r=0.80 
(p<0.01) ~ 0.96(p<0.01)의 강한 양(+)의 상 계를 나타내

었으나, NH3-N  PON과는 뚜렷한 상 성을 보이지 않았

다. TN과 DON과의 상 성은 N 권역에서 r=0.34(p<0.01) ~ 
0.71(p<0.01)를 보인 반면, S1 권역에서는 상 성이 높지 않

아 DON에 있어서는 권역 간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
로 미루어 두 권역에서의 TN 변동특성은 체로 NO3-N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단된다. G  S2 권역에서 TN은 

NO3-N과는 상 계수 r=0.73(p<0.01) ~ 0.94(p<0.01), NH3-N 
과는 상 계수 r=0.44(p<0.01) ~ 0.84(p<0.01)로 NO3-N과의 

상 성이 높지만 NH3-N과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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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otal nitrogen components and land use
n=16 upland paddy forest site other
TN .438 .665** -.779** .906** .747**

PON .412 .706** -.797** .912** .776**

DON .394 .694** -.815** .947** .800**

NH3-N .263 .735** -.749** .835** .752**

NO3-N .576* .703** -.779** .876** .682**

Dry
season

TN .462 .674** -.774** .903** .732**

PON .388 .697** -.806** .915** .797**

DON .394 .694** -.815** .947** .800**

NH3-N .238 .724** -.715** .803** .715**

NO3-N .438 .656** -.806** .888** .768**

Rainy
season

TN .485 .682** -.791** .897** .747**

PON .450 .712** -.771** .862** .738**

DON .409 .697** -.812** .924** .791**

NH3-N .288 .741** -.726** .824** .726**

NO3-N .418 .650** -.782** .894** .738**

*p-value < 0.05, **p-value < 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with nitrogen components against 
total nitrogen

n PON DON NH3-N NO3-N
G.P 180 .254** .432** .153* .916**

S.Y. 181 .108 .339** .079 .955**

I.B. 180 .377** .520** .536** .914**

J.J. 180 .209** .706** .118 .803**

G.J. 181 .118 .329** -.196** .952**

O.D. 181 .170* .275** .017 .932**

J.C. 181 .136 .326** -.005 .927**

P.C. 181 .230** .221** -.101 .955**

C.M. 181 .041 .466** .582** .940**

Y.H. 177 .044 .343** .435** .944**

B.H. 181 .220** .255** .779** .733**

G.A. 193 .080 .443** .842** .892**

W.S. 180 .404** .254** .937** -.491**

J.R. 180 .399** .421** .738** .181*

T.C. 180 .470** .436** .906** -.058
A.Y. 180 .532** .182* .880** -.082

*p-value < 0.05, **p-value < 0.01 

성분이 복합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단된다. TN과 PON
과는 상 성이 거의 없었으며 DON과도 낮은 상 성을 보

다. H 권역은 북한강, 남한강 상류 권역과는 반 로 TN
이 NH3-N과는 상 계수 r=0.74(p<0.01) ~ 0.94(p<0.01)의 높

은 상 성을 보 으나, NO3-N  DON과는 뚜렷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PON과도 약한 상 성을 보여 TN 
변동은 NH3-N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TN의 농도 변화에 향을 주는 

질소성분은 유역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다.
TN과 그 존재형태별 질소의 유출이 유역특성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16개 조사지  해당 유

역별 2012년 토지지목 황을 총량 리 지목형태인 , 답, 
임야, 지, 기타로 재분류하여 존재형태별 질소와의 상

계를 비교 분석하 다(Table 4). 그 결과 토지 지목분류

와 TN, NH3-N, NO3-N, PON, DON과의 상 성은 지면

과는 각각 r=0.91, 0.84, 0.88, 0.91, 0.95 (p<0.01), 논 면

과는 각각 r=0.67, 0.74, 0.70, 0.71, 0.69 (p<0.01)으로 강

한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으며, 산림면 과는 각각 

r=-0.78, -0.75, -0.78, -0.80, -0.82 (p<0.01)로 모든 질소 형

태와 강한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즉, 지 면 이 

증가할수록 질소 유출이 하게 증가하며, 논 면 과도 

질소 형태별 상 성이 크게 나타났다. 한편 밭 면 은 다

른 토지이용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원인은 밭의 경우 지역에 따라 토성, 재
배작물, 재배방법, 경작지의 경사도와 경사장, 비료와 퇴비

의 사용량, 강수량 등이 다양하므로 밭에서 배출되는 질소

화합물의 배출경로  배출량은 시간과 지역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으로 단된다(Gale et al., 1993). 한
편 지 면 과는 DON, 논 면 과는 NH3-N과의 상 계

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토지이용과 존재형태별 질소 간 상 성을 유출 특성이 

다른 강우/비강우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강우/비강우

기 구분에 따른 상 성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로 미

루어 토지이용별 질소 유출특성에 미치는 향은 서로 다

르게 나타났지만 강우/비강우 시기와 토지이용과는 별다른 

상 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4. Conclusion

TN을 존재형태별로 구분하여 계 별, 강우/비강우별 유

황 시기별로 그 분포 특성을 시공간 으로 악하고, 이러

한 유출 특성을 결정하는 유역인자  토지이용 황과의 

련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조사 상 지 별 TN 농도분포는 2.240 ~ 13.029 mg/L, 

PON은 0.051 ~ 0.689 mg/L, DON은 0.225 ~ 1.535 mg/L, 
NH3-N은 0.020 ~ 5.808 mg/L, NO3-N은 1.535 ~ 4.996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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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 로 권역별로 큰 차이를 보 다.
2) 질소성분의 구성비는 DTN 비율이 95 ~ 97.7%, 이  DON

과 NH3-N은 지 면 비가 높은 유역에서 상 으로 

높았다. 수생생물의 먹이원으로 이용되는 DIN 비율은 

79.5 ~ 86.6%, 이  NO3-N가 58.7 ~ 99.1%로 상 인 

비율은 높았으나 유역에 따라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3) 계 별 질소 존재형태별 변동특성은 TN과 NO3-N은 권

역과 상 없이 동 기에 높고 하 기에 낮아지는 ∪자 

형태의 패턴을, NH3-N은 I.B.지 을 제외한 N  S1 권
역에서 ∩자 형 패턴을 보인 반면 S2, G  H 권역에

서는 ∪자 형태의 분포특성을 보 다.
4) NH3-N의 계  변동은 동 기에는 환경기 시설에서 

생물학  공정에서의 질산화균 활성 하와 하천에서 1
차 생산자의 증식률 감소에 따른 양염 이용률 하와 

련이 있다. 하 기에는 질산화율 증가와 조류의 NO3-N 
보다 NH3-N의 높은 선택성에 의한 이용률 증가에 따른 

향에 기인한다. 반면 오염원이 상 으로 은 유

역에서는 동 기 유출량이 고, 하 기 강우시 경작지 

등 비 오염원으로부터 입자성 유기 질소의 유출 속도 

증가에 따른 데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5) 강우  비강우에 의한 TN과 존재형태별 질소의 유출 

특성은 TN, NO3-N  DON은 조사 상권역에 상 없

이 강우/비강우 비가 1.0 미만이었고, NH3-N의 경우 N 
 S1 권역에서는 1.0이상, S2, G  H 권역에서는 1.0 

미만으로 NH3-N은 유역 특성에 따라 그 유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6) TN 변동에 향을 미치는 존재형태별 인자는 N  S1 

권역의 경우 NO3-N, G  S2 권역은 NO3-N와 NH3-N의 

복합 작용에 의해, H 권역은 NH3-N에 의해 결정되었 다.
7) 토지이용과 존재형태별 질소와의 유출과의 상 성 분석

에서는 존재형태별 질소에 상 없이 지 > 논 면  순

으로 상 성이 높았으며, 산림면 과는 모두 강한 음의 

상 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강우/비강우 구분에 따른 상

성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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