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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able Isotope Analysis in R’ (SIAR), one of the Bayesian mixing models for stable isotopes, has been proven to 

be useful for source apportionment of nitrates in rivers. In this study, the contribution ratios of nitrate sources were 

quantified by using the SIAR based on nitrogen and oxygen stable isotope measurements in the Yeongsan River. 

From the measurements, it was found that the values of δ15N-NO3 and δ18O-NO3 ranged from -8.2 ‰ to +13.4 ‰ and 

from +2.2 ‰ to +9.8 ‰, respectively. We further analyzed the contribution ratios of the five nitrate sources by using 

the SIAR. From the modeling results, the main nitrate source was found to be soil N (29.3 %), followed by sewage 

(26.7 %), manure (19.6 %), chemical fertilizer (17.9 %) and precipitation (6.3 %). From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anthropogenic sources, i.e., sewage, manure and chemical fertilizer contribute 64.2% of the total nitrate inflow 

from the watershed. Due to the significant correlation of δ15N-NO3 and lnNO3
- in this study, the fractionation factors 

reflecting the biogeochemical processes of stable isotope ratios could be directly obtained. This may make the 

contribution ratios obtained in this study more precise. The fractionation factors were identified as +3.64 ± 0.91 ‰ for 

δ15N-NO3 (p<0.01) and -5.67 ± 1.73 ‰ for δ18O-NO3(p<0.01), respectively, and were applied in using the SIAR. The 

study showed that the stable isotope method using the SIAR could be applied to quantitatively calculate the 

contribution ratios of nitrate sources in the Yeongsa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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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담수생태계로의 질소 유입은 인간 활동으로 인하여 증가되

어 왔으며, 지표수의 부 양화를 래하 다(Lee et al., 

2008). 수질 개선을 해 추가 인 질소 유입의 감소가 필요

하며, 이를 해서는 정확한 질소의 기원을 확인하기 한 노

력이 선행되어야 한다(Yi et al., 2017). 질소 유입 기원은 

오염원과 비 오염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오염원은 생활

하수, 축산분뇨, 산업폐수로부터 유입되고, 비 오염원은 농

경지에서의 비료 사용이나, 토양의 침식, 혹은 기 강하 물

질에서 유래한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한 방법으로 물질 수지에 기

반한 통계 모형  유역 모델이 활용되고 있지만, 복합 으로 

토지가 이용되는 도심  산업지  내에서는 질소 이동 과정

을 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Jeong et al., 2017).

최근 추 자물질을 활용하여, 오염원 추 을 설명하는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Murphy and Morrison, 2014). 추

자물질은 조사지역의 오염 특징을 반 하고, 환경 에서 물

질 특성이 소실되지 않아야 하며, 이동⋅변환에 따른 물질 정

보를 정확히 반 해야 한다. 특히 안정동 원소를 추 자물질

로 활용하여 질소의 기원을 해석하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 방법은 지표수  지하수 내 질소 기원  잠재  이동 추

 등 다양한 문제에 용되고 있다 (Li et al., 2019; Vitòria 

et al., 2004; Yi et al., 2017; Zhang et al., 2018). 모든 질소태 

 질산염은 수 에서 가장 지배 인 형태이며, 질산염의 질

소와 산소 동 원소 구성은 오염원을 추 하기 한 강력한 

추 자물질이다(Li et al., 2019). 최근 이러한 질소와 산소 동

원소를 동시에 활용하여 질산염의 기원을 추 하는 이 동

원소(Dual isotope)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방법의 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종류가 

다른 오염원에 해서 동 원소비의 첩 범 가 발생하는 경

우, 오염원의 정확한 구분이 어렵고 기여율의 정량화가 곤란

하다(Parnell et al., 2013; Zhang et al., 2018). 한 질산염은 

생지화학  과정으로 안정동 원소 구성이 변화할 수 있으

며, 이를 분별작용(fractionation)으로 정의한다. 분별 작용은 

탈질화(denitrification), 질산화(nitrification), 암모니아 휘발

(ammonia volatilization), 무기화(mineralization), 동화(assimilation)

과정이 해당되며, 이러한 특징은 정확한 질산염 오염 기원의 

추 을 교란할 수 있다(Yi et al., 2017).

한편, 안정동 원소를 이용하여 다양한 질산염 기원들의 기

여율을 정량하기 해 혼합모델(Mixing model)이 사용되어왔

다(Parnell et al., 2013). 기에 용된 선형 회귀분석 기법의 

IsoSource혼합모델(IsoSource Mixing Model, ISMM)은 물질

수지식에 안정동 원소비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오염원 기여

율을 산출하 다. 그러나 이 모델은 앞서 언 한 분별작용을 

반 하지 못하며, 최  3개 오염원까지 추 이 가능한 한계가 

있다(Chang et al., 2016; Li et al., 2019; Phillips, 2001; Wang 

et al., 2019; Xue et al., 2012). 반면, R기반의 SIAR(Stable 

Isotope Analysis in R) 패키지는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Bayesian 혼합모델이다. 분별

작용에서 기인한 불확실성을 수치로 보정하며, 다수의 오염

원에 한 추 이 가능하다. 한, 산출된 오염원 기여율에 

한 통계  신뢰구간을 제공하여 추정 결과에 한 신뢰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Parnell et al., 2013; Phillips, 2001; 

Wang et al., 2019). 이러한 특징으로 SIAR 패키지는 미시시

피강(Panno et al., 2006), 세느강(Sebilo et al., 2006), 양츠강

(Li et al., 2010), 황강(Liu et al., 2013; Yue et al., 2017), 지

장강(Li et al., 2019)과 같은  세계의 형 하천에서 성공

으로 용되어 왔다. 그러나 재까지 국내 하천을 상으로 

SIAR을 용한 연구는 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소 

오염 기원의 기여율을 추정하기 한 기법으로 SIAR을 산

강 수계에 시범 으로 용하고 용성을 검토하 다. 한 

SIAR의 구체 인 용 방법 제시하여 향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게 하 다. 

2. Material and Methods

2.1 하천수(mixture)  오염원( 푯값; end-member) 

조사

본 연구의 상 유역인 산강은 길이 115.5 km, 유역면  

3,371 km2의 국내 4  형 강  하나이며, 주천  황룡

강, 지석천, 고막원천, 함평천 등의 지류가 유입되면서 남서 

방향으로 유하한다. 2012년 수행된 4 강 사업으로 승 보 

 죽산보가 축조되어 있다. 산강은 다른 형 하천과 달

리, 비교  상류에 인구 집지역( 주 역시, 남 나주시)이 

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1, 2 하수처리장  나주공

공하수처리장의 일평균 74만톤의 방류량이 산강으로 직유

입되고 있다(Kim et al., 2019). 한, 농업  축산의 비율이 

높아 다른 수계에 비하여 질소 오염도가 높은 실정이다(Son 

et al., 2018). 

하천수 장 조사는 총 22개 지 을 선정하여, 본류 구간

에 11개소(M1 ~ 11), 유입 지천에 11개소(T1 ~ 11)를 상으

로 실시하 다(Fig. 1). 시료 채수는 2019년 2월에 실시하

다. 한편, 오염원 장 조사는 Kendall et al. (2007)을 기 으

로 5종의 질소 오염원을 선정하 으며, 자세한 조사 내용은 

다음 장(2.3)에 기술하 다. 이들 오염원에 한 시료 채수는 

2019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실시하 다. 수온, pH, DO, 

기 도도는 장측정장비(EXO1 multiparameter sonde, 

YSI, USA)을 사용하여 장에서 측정하 고, 장에서 채수

된 시료는 4℃ 냉장보  후에 연구실로 이송하여 일반수질

항목(TN, DTN, NH3-N, NO3
--N, Cl-)  안정동 원소비 분

석(δ15N-NO3, δ
18O-NO3)을 실시하 다. 일반수질항목은 수질

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 으며, 안정동 원

소비 분석은 다음 장에 기술된 내용을 따랐다.

2.2 안정동 원소비 분석

δ15N-NO3  δ18O-NO3의 안정동 원소비 분석을 한 

처리는 이온교환수지방법을 용하 고, 시료량은 6.3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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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NO3
-의 농도가 충분히 포함되도록 비하 다(Song 

et al., 2010). 비된 시료는 음이온 교환수지가 충진된 컬럼

(Poly-prep column, AG1-X8, Chloride form, 200-400 mesh, 

Bio-rad)에 8 mL/min 유량으로 흘려보내 음이온을 흡착시킨 

후 3 M HCl을 이용하여 용리시켰다. 용리된 용액은 Silver 

Oxide (Ag2O, Wako)를 가하여 pH가 약 5.5–6.0가 되도록 

성화시킨 후 Whatman NO. 2 여과지(Ø 150 mm, pore size 

8 μm, Whatman)와 0.2 μm Nylon Syringe Filter(Ø 25 mm, 

pore size 0.2 μm, Chmlab)로 AgCl과 Silver Oxide(Ag2O)의 

침 물을 제거하 다. 최종 여과액  반은 동결건조기

(Freeze Dryer, ilShinBioBase, Korea)를 이용하여 동결 건조

시켜 AgNO3 형태의 분말을 얻어 δ15N-NO3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 다.

남은 여과액은 방해 이온(SO4
2-, PO4

3-)들을 제거하기 해 

1 M BaCl2 2 mL를 가하여 BaSO4, BaPO4의 침 물을 형성

시킨 후 Whatman NO. 2 여과지로 제거하여 최종 여과액을 

얻었다. 최종 여과액은 양이온교환수지(Poly-prep colum, 

AG50W-X8, Hydrogen form, 100-200 mesh, Bio-rad)에 8 

mL/min의 유량으로 흘려 과량의 Ba2+  Ag+이온들을 제거

하 고, 그리고 여과액에 Silver Oxide(Ag2O)를 가하여 pH 6

으로 성화시켜 Whatman NO. 2 여과지  0.2 μm Nylon 

Syringe Filter로 AgCl과 Silver Oxide(Ag2O)의 침 물을 추

가로 제거하 다. 최종 여과액은 δ15N-NO3
 분석용 시료와 

마찬가지로 동결 건조시켜 δ18O-NO3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

다.

δ15N-NO3 분석은 Tin Foil(D1118, 50 x 50mm, Elemental 

Microanalysis)에 인하여 원소분석기(Elemental Analyzer, 

Vario Isotope Cube, Germany)가 결합된 안정동 원소 질량분

석기(Isotope Ratio Mass Spectrometry, Isoprime Vision, 

Elemental-GV Instrument,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리고 δ18O-NO3
 분석은 Silver foil(40X40 mm, Elemental 

Microanalysis)에 인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에 의뢰하여 측정을 수행하 다. δ18O-NO3
 분석은 원소분석기

(Elemental Analyzer, Vario PYRO Cube, Germany)가 결합된 

안정동 원소 질량분석기(Isotope Ratio Mass Spectrometry, 

Isoprime 100, Elemental-GV Instrument, Germany)를 이용하

다. 

δ15N-NO3  δ18O-NO3의 안정동 원소비는 국제표 을 

Fig. 1. Location of sampling site in the Yeongsan River. The circles and triangles 
indicate main stream and tributary of the Yeongsan Rive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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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여 식(1)과 같이 del값(δ) 는 천분율(‰) 표기법으로 

나타내었다. 

‰ ⁄ × (1)

여기서, Rsample는 시료 내 15N/14N 는 18O/16O의 비율, 

Rstandard는 표 물질 내 15N/14N 혹은 18O/16O의 비율을 각각 

의미한다. 15N와 18O의 안정동 원소 값은 기 의 N2(Li 

et al., 2010)  Vienna Standard Mean Ocean Water 

(VSMOW)와 연 하여 천분율 단 로 나타내었다. δ15N-NO3
 

와 δ18O-NO3의 분석정 도는 각각 ±0.6‰와 ±0.3‰이었다. 

2.3 Bayesian 동 원소 혼합모델(isotope mixing model)

SIAR은 여러 개의 NO3
-오염원에 하여 기여율을 추정하

는데 성공 으로 사용되어 왔다(Li et al., 2019; Parnell et 

al., 2013; Phillips, 2001). 혼합모델은 식(2)와 같이 표 된다

(Parnell et al., 2010).

 ∑     (2)

 ∼ 
 

∼ 
 

 ∼ 
 

여기서, Xij는 혼합물 i의 j동 원소값이며, i = 1, 2, 3, …, 

I (본 연구에서 I=22), j = 1, 2, 3, …, J (본 연구에서 J=2) 이

다. Sjk는 j동 원소에 한 k오염원값(k = 1, 2, 3, …, K) (본 

연구에서 K=5)이고, 이는 평균 μjk와 분산 ωjk
2의 정규분포를 

따른다. pk는 k오염원의 기여율이며, 이는 SIAR을 통해 추정

된다. Cjk는 k오염원에 한 j동 원소 분별작용으로 표되

며, 이는 일반 으로 평균 λj와 표 편차 τj
2 정규분포를 따른

다. εij는 오차이며, 이는 평균 0과 표 편차 σj
2 정규분포를 

따른다. Bayesian 모델링에서는 사 분포의 결정이 사후분포

에 향을  수 있으므로 한 사 분포의 정의가 요하

다. pk를 한 사 분포 모형은 다변량 베타분포(Beta 

distribution)인 디리클  확률과정(Dirichlet process)을 가정

하 고 매개변수 는 1을 사용하여 비정보 (noninformative) 

사 분포를 용하 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Parnell et al. 

(2010)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SIAR에 입력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

지로 구성된다; 첫째, 조사 지   조사 수계의 수질 시료

(mixture)에 한 안정동 원소비의 평균과 표 편차, 둘째, 

다양한 오염 기원(sources)의 푯값(end-member)에 한 안

정동 원소비의 평균과 표 편차, 셋째, 조사 상 구간에서 

발생하는 분별작용(Fractionation)에 한 평균값과 표 편차

로 구성된다.

보통 선행연구에서는 질산염의 잠재  오염원을 토양 유기

질소, 화학비료, 분뇨  하수, 기  강우로 구분한다

(Kendall et al.,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뇨  하수의 

유입 기원을 구분하여, 산강으로 유입되는 오염 기원을 축

산계(MA, Manure), 농업계(CF, Chemical Fertilizer), 토양계

(SN, Soil N), 생활계(SE, Sewage), 강우계(NP, NO3
- in 

Precipitation)의 5종으로 구분하 다(Li et al., 2019). 축산계

와 농업계는 각각 우분퇴비와 돈액비, 합성화학비료를 균질

화한 다음, 3차 증류수에 24시간 동안 교반시킨 희석액의 안

정동 원소 값을 사용하 다(Vitòria et al., 2004). 토양계는 

인  향이 고, 토양 유출이 상되는 산간의 계곡수를 

취수하 으며, 생활계는 나주, 담양, 주 하수처리장 방류수

를 선택하여, 각각의 안정동 원소 값을 구하 다. 마지막으

로 강우계는 빗물채수기를 이용하여 채취된 강수를 직  분

석에 사용하 다.

분별작용의 값은 보통 문헌 값을 사용할 수 있지만(Chen 

et al., 2009), 국내 수계에서는 선행된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획득된 시료의 질산염 농도(NO3
-)와 질소(δ

15N-NO3,)  산소 동 원소비(δ18O-NO3) 값을 활용하 다. 

자연로그를 취한 질산염 농도와 동 원소 값과의 계를 회

귀분석 하여 나오는 기울기의 평균과 표 편차 값을 이용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산출된 결과만을 분별요소 

값으로 사용하 다(Chen et al., 2009; Li et al., 2019).

3. Results and Discussion

3.1 안정동 원소비 분석

산강 수질 시료에서 획득된 질산성 질소(NO3-N)의 농도

는 평균 2.959 mg L-1로 0.976 ~ 7.750 mg L-1의 범 를 보

다. 본류 구간보다는 유입 지류에서 상 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특히 주1하수처리장과 주2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유입되는 M4와 M7 지 에서 뚜렷한 증가 양상이 나타났다. 

한편, 안정동 원소비는 본류(M)와 지류(T)에서 δ15N-NO3가 

각각 +8.81 ~ +10.75 ‰와 +8.20 ~ +13.41 ‰의 범 를 보

으며, δ18O-NO3는 +4.54 ~ +8.96 ‰, +2.24 ~ +9.84 ‰의 범

를 나타내었다. δ15N-NO3와 δ18O-NO3 값의 분포 그래 는 

안정동 원소비 값이 토양 N과 분뇨  하수의 범 에 가깝

게 분포하여 산강에서 질산염이 주로 이들 오염원으로부

터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 다(Fig. 2). 

δ18O-NO3는 강우로부터의 유입된 질산염과 질산화 과정을 

거친 질산염을 구분하는데 리 사용되어 왔다. AgNO3 방법

을 사용할 때 강우에서 기인한 질산염은 일반 으로 + 30‰ 

이상의 범 를 가지고 있지만, 질산화 과정을 거친 질산염은 

–10 ~ +10 ‰의 범 를 보인다(Kendall et al., 2007). 본 연

구에서 분석된 δ18O-NO3는 +2.236 ~ +9.841 ‰범 를 가지

며, 따라서 산강의 질산염은 강우로부터 직  유입되었다

기 보다는 질산화를 거쳤음을 의미하 다(Fig. 3).

SIAR에 사용되는 다양한 오염 기원의 푯값에 한 안정동

원소비는 각 오염원간 뚜렷한 구분이 필요하며, 푯값의 부

한 산정은 결과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Liu et al., 

2018). 한, 푯값은 유입되는 오염원의 특성에 따라 지역  

특이성을 보일 수 있음으로 가능한 해당 지역의 많은 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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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로부터 푯값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Yi et al., 2017). 본 

연구를 통해 산강에 확인된 푯값은, MA가 δ15N-NO3는 

+15.0±4.1 ‰이며, δ18O-NO3는 +14.3±2.4 ‰이 다. 동일하게, 

CF는 –2.6±0.7 ‰, +11.2±6.1 ‰, SN는 +4.1±0.3 ‰, +9.6±0.1

‰, SE는 +11.2±2.4 ‰, +5.8±1.6 ‰, NP는 –7.2±0.8 ‰, 

+51.1±3.8 ‰로 각각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5가지 오염 

기원에 한 푯값을 확보하 다. 

화학비료로부터 산출된 CF의 안정동 원소값은 선행연구

(A)

(B)

(C)

Fig. 2. Spatial variations of (A) NO3-N concentration and (B, C) nitrate isotopic signatures (mean ± S.D.) in the 
Yeongsan River.

Fig. 3. Nitrate isotopic signatures in the Yeongsan River together with typical nitrate end-member 
(Kendall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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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고된 ‘화학비료’의 범 와 일치하 으며, 강우에서의 

NP 값은 다른 지역에서 보고된 강수의 안정동 원소 값과 

일치하 다(Kendall et al., 2007). 한, 하수 기원의 SE, 분

뇨 기원의 MA, 산림 유출 기원의 SN에 한 각각의 푯값

도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한 각각의 질소  산소동 원소의 

값과 유사한 범 로 확인되었으며(Zhang et al., 2018) (Fig. 

4.), 각각의 푯값은 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Relationship between ln(NO3
-) ratios and nitrate isotopic 

signatures in the Yeongsan River. 

생지화학  과정에서 동 원소의 분별작용은 질산염의 

이 과정 동안 오염원의 최  동 원소 특성을 변경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분별작용에는 무기화(mineralization), 암모니아 

휘발(ammonia volatilization), 동화(assimilation), 질산화

(nitrification), 탈질화(denitrification), 아나목스(anammox) 등

이 포함된다(Li et al., 2019). 를 들어 탈질화 과정에서는 

미생물작용에 의하여 NO3
-  δ14N  δ16O가 선택 으로 

소비되어 δ15N와 δ18O의 비율이 증가한다(Kendall et al., 

2007; Li et al., 2010; Li et al., 2019). SIAR은 오염원 기여

율 산정에서 이러한 분별작용에 의한 질산염 안정동 원소 

변화의 향을 질산염 농도(NO3
-)와 질산염의 질소  산소 

동 원소비를 통해 반 할 수 있으며, 이를 수치로 보정하여 

불확실성을 여 다(Chen et al., 2009; Li et al., 2019). 본 

연구에서 분별요소 값은 δ15N가 +3.6±0.9‰(p<0.01), δ18O가 

-5.7±1.7‰(p<0.01)로 각각 확인되었으며, 두 결과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 다(Fig. 5). 국내 하천에서 오염원 추 을 

한 SIAR 모델에서 분별요소는 처음으로 용되었으며, 최근 

보고된 국외 연구에서도 국 베이징강에서 수행된 Chen et 

al.(2009)의 연구가 유일하다. 

3.2 Bayesian 동 원소 혼합모델(isotope mixing model)

의 용

Bayesian 동 원소 혼합모델인 SIAR 패키지는 MA, CF, 

SE, SN, NP에 한 질산염의 비례 기여도에 한 확률분포

를 산정하기 하여 사용되었다. SIAR 패키지에 입력될 자

료는 Table 1와 같이 산정되었으며 표에 제시된 데이터 구성

로 엑셀의 시트별로 장하 다. Table 1(A)에는 시료의 

안정동 원소비값 일부만 제시하 다.

Table 2에는 R에서 SIAR 패키지 설치  자료 불러오기, 

Fig. 4. Range of δ15N and δ18O values from end-member samples with typical nitrate end- 
member(Kendall et al., 2007). MA: manure, CF: chemical fertilizer, SN: soil N, SE: sewage, 
NP: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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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필요한 명령어를 정리하 다. 

SIAR을 설치한 뒤,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R에 불러와 

SIAR 패키지의 입력 값으로 환하 다. 이때 분석하고자 

하는 수질 시료(mixture)의 동 원소 자료가 하나인 경우에

는 ‘model1<-siarsolomcmcv4()’ 명령어를, 동 원소 자료가 

한 개 이상인 경우에는 ‘model1<- siarmcmcdirichletv4()’명

령어를 각각 구분하여 기여율 산출에 용하 다(여기서 

model1에 결과를 장하 으나 임의의 명칭으로 장 가능). 

모델의 분석결과를 장 후, Fig. 6에 제시된 다양한 그래

의 형태로 오염원의 기여율을 나타낼 수 있다. 각 푯값의 

범 와 수질 시료의 값이 제시된 Fig. 6(A)를 통해 오염원 

기원에 한 략 인 추정이 가능하다. Fig. 6(B)는 모델 결

(A) Nitrate isotopic signatures of mixture (saved at “Sheet1” in Excel file and read in R).

Code δ15N-NO3 δ18O-NO3

1 9.876 7.658

2 10.121 9.841

(B) Nitrate isotopic signatures and its standard deviation of end-member (saved at “Sheet2” in Excel file and read in R). MA: manure, CF: 
chemical fertilizer, SN: soil N, SE: sewage, NP: precipitation

Name δ15N Standard Deviation δ18O3 Standard Deviation

MA 3.648 0.906 -5.678 1.733

CF 3.648 0.906 -5.678 1.733

SN 3.648 0.906 -5.678 1.733

SE 3.648 0.906 -5.678 1.733

NP 3.648 0.906 -5.678 1.733

(C) Nitrate isotopic signatures of fractionation factor (saved at Excel file on “Sheet3” and read in R). MA: manure, CF: chemical fertilizer, 
SN: soil N, SE: sewage, NP: precipitation

Name Mean_δ15N-NO3 Standard Deviation Mean_δ18O-NO3 Standard Deviation

MA 15.0 4.1 14.3 2.4 

CF -2.6 0.7 11.2 6.1 

SN 4.1 0.3 9.6 0.1 

SE 11.2 2.4 5.8 1.6 

NP -7.2 0.8 51.1 3.8 

Table 2. List of R command for SIAR analysis

Contents Command in R Reference

Install SIAR Install.packages(“siar”)

Install read Excel Install.packages(“readxl”)

Start package library(siar), library(readxl)

SIAR menu siarmenu()

Input data (mixture) D<-read_excel("file’s route/file’s name.xlsx", sheet = 1) Table 1(A)

Input data (end-member) S<-read_excel("file’s route/file’s name.xlsx", sheet = 2) Table 1(B)

Input data (fractionation factor) T<-read_excel("file’s route/file’s name.xlsx", sheet = 3) Table 1(C)

Change data frame

D<-as.matrix((D))
S<-data.frame(S)
T<-data.frame(T)
In this example, “D”, “S”, “T” can be arbitrary

Running mixing model model1<-siarmcmcdirichletv4(D, S, T, 0, 500000, 50000)

Running mixing model for single mixture model1<-siarsolomcmcv4(D, S, T, 0, 500000, 50000)

Plotting result siarplotdata(model1) Figure 6(A)

Plotting matrix plot siarmatrixplot(model1) Figure 6(B)

Plotting histogram plot siarhistograms(model1) Figure 6(C)

Plotting boxplot of proportions by group
siarproportionbygroupplot
(model1, prn = TRUE, probs= c(0.1,25,50,75) )

Figure 6(D)

Summary model results siarhdrs(model1)

Table 1. Example of registered data for mixing model in S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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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진단할 수 있도록 각 푯값 기여율 분포의 히스토그램

( 앙 각선)과 각각의 상 계를 등고선 차트(우측 상단)

로 나타내고, 구해진 상 계수(좌측 하단)로 나타낸 메트릭

스 그래 를 보여 다 (Inger et al., 2010). Fig. 6(C)는 혼합

모델을 통해 산정된 확률 도 막  그래 를 보여 다. Fig. 

6(D)는 계산된 각 푯값 기여율의 분포에서 25, 50, 75 % 

등 신용 구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산 결과의 최빈값은 선

으로 표시되었다. 각 푯값 기여율의 평균값은 ‘siarhdrs 

(model1)’명령어를 이용하여 출력하 다.

산강 수계의 질산염 수질 시료  오염원의 푯값 안정

동 원소비와 산정된 분별요소값을 SIAR에 입력하여 각 오

염원별 잠재  기여율을 정량화하 다. 산강 수계에서 가

장 큰 향을 미치는 질소오염원은 SN(29.3 %)으로 나타났

으며, SE(26.7 %), MA(19.6 %), CF(17.9 %), NP(6.3 %) 순으

로 나타났다(Fig. 6(D)). 이러한 결과는 이 동 원소 근법

을 이용하여 확인된 결과와 일치하 다(Fig. 3). 한편, 산강 

수계에서 주요한 질소 오염원은 체의 64.2 %가 인 인 

요인(SE, MA, CF)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산

강 수계에서 질소 비료의 과다한 사용  높은 농도의 하수

처리장 방류수 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Kim et al., 

2019; Son et al., 2018). 다만, 본 연구의 결과가 건기의 한 

회(2월) 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결과임을 고려할 때, 집 강

우기 등의 계 별 조사가 추가된다면 기여율에 변화가 발생

될 것으로 상된다. 일반 으로 우기에는 토양 유출에 의한 

SN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 et al., 

2019).

Fig. 6. Four Graphs plotted in the Yeongsan River datasets using SIAR package of R software; (A) range of δ15N 
and δ18O values from mixture (open circle) and end-member (filled square) samples, (B) matrix plot of proportion 
from end-member, (C) posterior density estimation of proportions, (D) proportional contribution of five 
end-member, boxplots illustrate the 25th, 50th and 75th percentiles. The bar indicates the mode percentile; 
MA: manure, CF: chemical fertilizer, SN: soil N, SE: sewage, NP: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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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oportional contribution of five end-member in M7 
station, boxplots illustrate the 25th, 50th and 75th 
percentiles. The bar indicates the mode percentile. 
MA: manure, CF: chemical fertilizer, SN: soil N, SE: 
sewage, NP: precipitation.

산강 수계 내 질소 계열 화학비료의 시비량과 SIAR을 통해 

산출된 기여율을 비교하 다. 산강 승 보 상류에 치한 

M7( 산)지 의 2019년 2월의 총 질소 부하량은 1,744 ton으

로 확인되었다(ME, 2016). 한편, M7 지 에 향을 미치는 

권역( 산강 상류, 황룡강) 내 연간 질소 비료의 시비량은 총 

4,293 ton으로 산출되었다(KFA, 2017; Statistics- Korea, 2018). 

일반 으로 질소 비료 시비에 따른 유출율은 약 7 %이며(Tian 

et al., 2007), 이를 바탕으로 산강 M7 지 에서 질소 비료에 

의한 유출량은 약 301 ton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M7 

지 의 총 질소 부하량의 약 17 %에 해당하 으며, 동일 지

을 상으로 SIAR을 이용하여 추정된 농업계(CF, Chemical 

fertilizer)의 기여율(20 %)과 유사한 수 이었다(Fig. 7).

4. Conclusion

본 연구는 국내 하천에서 직  측한 질소  산소 안정동

원소를 이용하여 SIAR 모델을 처음으로 용하 으며, 특

히 조사 상 하천에서 분별요소를 직  산출하여 질산염 기

여율을 추정하 음에 의의가 있다. 산강 수계에서 안정동

원소비의 생지화학  과정을 반 하는 분별요소는 δ15N와 

δ18O가 각각 +3.64±0.91‰(p<0.01)와 -5.67±1.73‰(p<0.01)로 

확인되었으며, SIAR을 통한 기여율 평가결과 산강 수계에

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질소오염원은 SN(29.3 %)으로 나

타났으며, SE(26.7 %), MA(19.6 %), CF(17.9 %), NP(6.3 %) 

순으로 나타났다. 체 질소 유입오염원의 64.2 %가 질소 비

료, 생활 하수, 축산 분뇨와 같은 인  요인임을 확인하

고, 이는 질소 비료의 과다한 사용  높은 농도의 하수처리

장 방류수 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강 수계 내 

질소 계열 화학비료의 시비량과 SIAR을 통해 산출된 기여율

을 비교하여, 질산염 오염원의 정량  기여율 추정 방법에 

한 SIAR의 용 가능성  신뢰도를 제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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