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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1)

지하수는 빗물에 의하여 보충되기 때문에 재생가능한 수

자원으로 인식되지만, 지하수가 저장된 대수층이 오염 될 경
우 원상으로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수자원의 훼

손이 발생한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 water, 2015). 우리나라 지하수 수질오염원은 주로 유류, 
중금속, 질산성질소 등이며, 2가지 유형 이상의 복합오염의

경우에도 대부분 질산성질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질산성

질소는 우리나라 지하수 수질오염의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K wat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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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상수도 보급률은 98.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지하수 의

존도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경우 지하

수 수질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현재 많은 지역에서

질산성질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지하수 오염이 심각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eon et al., 2011; Ki et al., 
2013; Kim et al., 2002; Kim and Woo, 2003; Kim et al., 
2008; Koh, 2008; Lee and Choi, 2012; Na and Son, 2005; 
Park et al., 2015)
농촌지역에서 인간 활동에 의한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의

주 오염원으로는 논, 밭, 축사 등이 있으며, 화학비료, 퇴
비, 축산폐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Panno 
et al., 2006; Panno et al., 2003). Kim and Woo (2003)는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일대 천부지하수의 질소동위원소를

분석하여 질산성질소 주 오염원인은 밀집된 축사이며, 운영
이 종료된 축사라도 오랫동안 지하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Park et al. (2015)은 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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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istributed watershed model CAMEL (Chemicals, Agricultural Management and Erosion Losses) was applied to a small 
rural watershed where intensive livestock farming sites are located to estimate nitrate leaching rates from soil to groundwater. 
The model was calibrated against the stream flows, and T-N and NO3-N concentrations were observed at the watershed outlet 
for three rainfall events in 2014.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good agreement with the observed stream flows (R2 = 0.67 ~
0.93), T-N concentrations (R2 = 0.40 ~ 0.58) and NO3-N concentrations (R2 = 0.43 ~ 0.65). The estimated annual nitrate 
leaching rate of the watershed was 33.0 kg N/ha/yr. The contributing proportions of individual activities to the total nitrate 
leaching rate of the watershed were estimated for livestock farming, applications of chemical fertilizer, and manure.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st contributor to the nitrate leaching rate of the watershed was chemical fertilizer 
applications. The simulation period was for one year only, however, and results may vary depending on different conditions. 
Gathering input data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and monitoring data for calibration is needed. When this has been 
accomplished, it is expected that this model can be applied to small rural watersheds for evaluating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s of nitrogen transformations and transport processes.

Key words : Distributed watershed model CAMEL, Groundwater, Mass balance, Nitrate l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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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에 분포된 지하수를 대상으로 질소동위원소를 분석

하였으며, 연구지역 지하수의 질산염 기원은 주로 농업 활

동과 분뇨 등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Jeon et al. 
(2011)은 순창군 지하수의 질소동위원소분석을 실시하여

이 지역 오염 지하수의 57 % 가량이 분뇨에서 기인하고 나
머지는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

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질산성질소에 의한 지하수 오염원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에서 질소동위원비를 이용하고 있

다. 그러나 질소동위원소비는 토지 이용이 명확하게 규명되
어진 곳에 적합하며, 토지이용이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이루
어진 곳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단점을 가진다(Hyun, 
2001). 
질소동위원소비를 이용한 기존 연구의 한계는 유역모델

을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유역모델은
다양한 토지이용을 보이는 지역을 포함한 소규모 또는 광

범위한 유역을 대상으로 토양과 지하수에서의 질소변환과

이동 과정을 상세히 이해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이를 바탕으로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의 대표적인

오염 원인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Suk and Chon (2009)은 농촌지역의 질산성질소 거동
해석을 위해 불포화대 및 포화대 지하수 흐름 및 용질이동

모델인 VSFRT2D (Variably Saturated Flow and Reactive 
Transport model)를 개발하여 홍성 지역에 적용하였다. 
Hyun et al. (2011)은 지하수 내 종속영양 생태계에서의 지
하수 유동 및 오염물질 거동 분석을 위해, Thornthwaite 방
법을 이용하여 증발산량을 계산하는 모듈 개발 및 변동포

화대에서의 3차원 지하수 모델인 Modflow-Surfact 2.2와 연
계를 수행하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천 일대에 적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몇 건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현재 유역모델

을 이용하여 유역 내 질소순환을 평가하고 질산성질소의

지하침출량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현재 국

내에서는 SWAT (Soil Water Assessment Tool), HSPF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 - FORTRAN) 등의 유역

모델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SWAT과 HSPF는 준

분포형 모델로 시험유역을 소유역으로 분할하여 구동하기

때문에 공간적 특성을 세분화하여 묘사하는 데 한계가 있

다. 특히, 소규모의 농촌지역에서의 질소 거동을 상세히 모
의하고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

험유역을 일정한 크기 단위로 분할하고 각 단위 사이의 물

질이동 과정을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포형 유역모

델이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저수지, 
농업관개, 여름철 집중강우 등 국내 유역환경을 모의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개발된 분포형 유역모델 CAMEL (Chemicals, 
Agricultural Management and Erosion Losses)을 이용하여

유역 내 농경지, 산림, 축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소규모 유
역을 대상으로 질소의 변환과 이동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하

였으며, 다양한 오염원별로 질산성질소의 지하 침투량에 대
한 기여율을 평가하였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CAMEL 모델개요
분포형 유역모델 CAMEL은 소규모 유역에 적용하여 지

표수, 중간류, 지하수 유동을 통한 물과 오염물질의 이동

및 물질수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Koo et al., 2005)되
었으며, 현재는 하이드로코어 유역환경연구소에서 계속적인
개선을 수행하고 있다. CAMEL은 대상 유역을 임의 크기

의 정방형 격자기둥으로 분할하고 각 격자기둥에서의 물질

수지를 1시간 이내의 시간간격으로 계산한다. 각 정방형

격자기둥은 수직 방향으로 토양층과 상하부 대수층으로 구

분되며 상부대수층은 지하수의 유동 속도가 큰 풍화대를

표현하고, 하부대수층은 지하수 유동 속도가 낮은 1차 또

는 2차 절리층을 표현한다(Koo et al., 2005). 모델에서는
직육면체 형태의 개별적 격자기둥 구조를 셀(cell)이라고 정
의한다. 하나의 셀은 최대 8개의 인접 셀을 가질 수 있으

며, 그중 다수의 상류 셀과 1개의 하류 셀을 갖는다. 셀 중
앙에는 직사각형 단면의 하천 또는 원형, 사각의 우하수관

거 등의 물길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CAMEL에서 강우 또는 지표수의 토양침투 과정은 우리

나라의 집중적 강우현상을 감안하여 물리적 기반의 접근방

법인 Green-Ampt 방정식(Green and Ampt, 1911)의 Mein-  
Larson 변형식(Mein and Larson, 1973)을 이용하여 산정한

다. 또한 지표수의 유동은 정상류(steady flow)로 해석하며, 
지하수의 유동은 2차원 동력학적으로 해석한다. 토양 유실

및 이동 과정을 모의하기 위해 유사는 입도에 따라 clay 
(유효입경 1 µm), silt (유효입경 10 µm), fine sand(유효입경
100 µm) 및 coarse sand (유효입경 1000 µm)로 구분하며, 
육상(interrill), 릴, 하천 3개의 유사 저장소를 정의한다. 그
리고 토양, 지표수, 지하수 내 질소의 변환과 이동에 대한

모의를 위해 litter(주로 잎, 뿌리 등 식물의 잔재물), manure  
(주로 가축의 배설물), humus(매우 안정되어 있는 유기물), 
biomass(유기물 분해 역할을 담당하는 미생물군)의 4개 유

기물 저장소와 2개의 무기질소 저장소(NH4 및 NO3)를 정

의한다. 각 저장소로부터의 질소 변환은 C/N 비율에 따라

탄소 변환의 일부분으로서 발생한다. 식생에 의한 흡수, 암
모니아 휘발, 질산화, 탈질화 등의 과정은 1차 방정식으로

표현되며, 이들 방정식은 4th-order Runge-Kutta 기법을 이

용하여 해석된다. 이 밖에 비료 시비, 대기 낙하, 토양미생
물에 의한 질소 고정 등은 사용자에 의해 상수로 주어진다. 
NO3-N은 물과 함께 이동하며, NH4-N은 물 또는 퇴적물에

흡착된 상태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CAMEL의 주요

모의 기능은 Table 1과 같다. 

2.2 모델구축
본 연구의 시험유역은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백석리에

위치하며, 보은천은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속리산에서 발
원하여 남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달천의 지류에 해당한다. 
유역면적은 약 114 ha이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주

요 하천에 인접하여 농경지와 축사가 분포해 있는 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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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농축산 지역의 특성을 보인다(Fig. 1).
연구지역에 대한 유역모델 구축을 위해 수치지도, 지적
도, 토양도, 지질도 등의 환경자료를 수집하고 GI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환경자료별 50 m × 50 m 크기의
raster 형식의 파일을 생성하였으며, 이를 ASCII 형식으로
변환하여 CAMEL 모델의 공간 입력 자료를 생성하였다. 
연구지역의 유역 경계는 1:5,000 수치지도로부터 고도자료

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흐름 방향도(flow-direction)와
흐름 누적도(flow-accumulation)를 생성하여 설정하였다(Fig. 
2(a), (b)).
동일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시험유역의 지형을 분석하

였으며, 최대 고도는 560 m, 최소 고도는 275 m이며, 최대
경사는 32°, 최소 경사는 1.3°로 분석되었다(Fig. 2(c), (d)). 
토성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하는 1: 25,000 축척의 정

밀토양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시험유역은 미사질양토
(Silt loam)가 96.9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역 하

Modules Descriptions

Hydrological 
cycle

∙Surface and subsurface processes integrated
∙Energy balance (soil and water temperature)
∙Some hydraulic features common in Korean taken 

into account (e.g. paddy fields, reservoirs, weirs 
and stream banks)
∙Sewage collection and overflows (CSOs and SSOs)

Sediment 
transport

∙Four particle size classes : clay, silt, fine sand and 
coarse sand
∙Suspended loads and bed loads
∙Pollutants build-up and wash-off, street cleaning

Carbon cycle ∙BOD, DO, DOC, POC and CO2 simulated for soil 
and water

Nitrogen 
cycle

∙DON, PON, DIN (NO3, NH4) and PIN simulated 
for soil and water

Phosphorus 
cycle

∙DOP, POP, DIP (PO4) and PIP simulated for soil 
and water

Table 1. Short descriptions of the main modules of CAMEL

Fig. 2. Topographic analyses for the study area using 50 m × 50 m grid cells.

Fig. 1. The land use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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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하천을 따라 양토(Loam)가 3.1 %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이용현황은 시험유역의 지적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현장답사를 통해 작물재배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지적도상 달리 분포하고 있는 논과 밭의 면적을 수정하였

다. 모델에 입력한 토지피복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림이 전

체 유역의 약 66 %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농경지 면적은 약 21 % 차지하며, 이 중 밭과 논이 각
각 약 16 %, 5 %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는
약 3 %, 축사부지는 약 1 %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시험유역의 밭에는 인삼, 고추, 고구마, 깨, 담배, 대추, 
사과, 콩,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 중 콩 재배율

이 유역 내 밭 면적의 약 69 %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유역에는 5개의 한우축사가 운

영되고 있으며, 이들 축사에서 총 100여 마리의 한우를 사
육하고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는 인근의 농경지에 퇴

비의 형태로 시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산활동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에서의 질소의 영향을 모델에 반영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NIER, 20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축산분뇨 발생부하원단위를 이용하여 축산계 발생부

하량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직접이송, 농지전환량, 개별삭감
등으로 세분화하여 배출유형에 따라 모델에 입력하였다. 시
험유역의 축사에서 환경기초시설로의 직접이송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험유역 내 축사에서의 총 축산계 발

생부하량은 TN 11,797 g/day로 산정되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기술지침에서는 축산계 발생부하량 중 TN의 경우 20
%가 자원화 과정에서 손실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화 과정의 손실량을 해당 자원화 부지에서

비점오염 형태로 유출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모델에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축산계 발생부하량 중 농지전환에

해당하는 80 %는 각 축사별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시용
하는 농경지 위치를 현장 조사하여 이를 모델의 해당 격자

에 입력하였으며,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시용하는 농경지

이외의 다른 농경지의 퇴비량 및 유역 내 농지에서 사용되

는 화학비료의 양은 작물별 표준시비량(NAS, 2006)을 기준
으로 입력하였다.
한편, 시험유역에서는 처리시설이 없이 각 가정에서 개별
배출의 형태로 생활계 오염원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시험유역에서의 생활계 배출부하량은 전국오염
원조사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유량 12 m3/day, TN 723 
g/day로 산정되어, 이를 모델에 입력하였다.
기상 자료는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보은, 청주 지상기상관
측지점과 하판 방재기상관측지점(Automatic Weather Station, 

AWS)에서 2014년 1년간 1시간 단위로 관측한 자료를 수

집하여 생성하였다. 기온, 상대습도, 풍속, 현지기압은 보은
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일사량과 강우량은 각각 청주
관측소와 하판 관측소에서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

입력자료를 생성하였다.

2.3 하천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
모델 보정 및 검정을 위한 유량과 수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4년에 시험유역의 말단에서 총 3회의 강우사상

에 대한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8월 17일 ~ 8월 20일, 2차 조사는 9월 23일 ~ 9월 26일, 3차
조사는 10월 19일 ~ 10월 24일 기간 동안 실시하였으며, 총
42개 시료에 대한 수질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조사 시 총 강우량은 63.5 mm로 강우시작 약 9시간
동안 약 40 mm 이상의 집중강우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시
간당 최대 8 mm의 강우가 지속되었다. 수위는 35 cm ~ 60 
cm, 유량은 0.013 m3/sec ~ 0.450 m3/sec, NO3-N 농도는
3.584 mg/L ~ 4.037 mg/L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2차 조사 시 총 강우량은 74.5 mm로 강우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강우가 유지되었으며, 수위는 36 cm ~ 59 cm, 
유량은 0.012 m3/sec ~ 0.893 m3/sec, NO3-N 농도는 1.676 
mg/L ~ 3.851 mg/L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차 조사 시 총 강우량은 111.0 mm로 5일 동안 두 번의 강
우사상이 발생하였으며, 수위는 38 cm ~ 66 cm, 유량은
0.050 m3/sec ~ 2.051 m3/sec, NO3-N 농도는 2.452 mg/L ~
3.904 mg/L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모델 보정 및 검정
시험유역의 말단에서 2014년 발생한 총 3차의 강우사상을
대상으로 관측한 하천유량, NO3-N 농도를 이용하여 모델을

보정하였다. 모델의 모의기간은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
월 31로 설정하였으며, 매개변수의 보정은 시행착오법을

이용하였다. 실측값과 모의값의 오차 정도에 따른 모델 예
측 정확도는 결정계수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와
PBIAS (Percent bias)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R2는 1.0에
가까울수록 모의치가 실측치의 경향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PBIAS는 관측치와 모의치의 총량 차이를 평가하
는 것으로서 0에 가까울수록 좋다. 일반적으로 R2가 0.5 이
상이면 모델이 관측치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재현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Santhi et al., 2001, Van et al., 2003). 또

Performance Rating Streamflow Sediment N, P

Very good PBIAS < ±10 PBIAS < ±15 PBIAS< ±25

Good ±10 < PBIAS < ±15 ±15 < PBIAS < ±30 ±25 < PBIAS < ±40

Satisfactory ±15 < PBIAS < ±25 ±30 < PBIAS < ±55 ±40 < PBIAS < ±70

Unsatisfactory PBIAS > ±25 PBIAS > ±55 PBIAS > ±70

Table 2. General performance ratings for PBIAS (%) for a monthly time step (Morsiasi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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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Moriasi et al. (2007)은 월단위 모의 결과를 기준으로

PBIAS가 하천유량의 경우, ±10% 보다 작으면, 매우좋음, 
±15% ~ ±25%이면 만족의 수준이며, 질소, 인의 경우 25% 
이하이면 매우좋음, 25 ~ 40 %이면 좋음, 40 ~ 70 %이면 만

족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Table 2).
시험유역에서의 모의유량과 관측유량의 R2 값은 각 강우
사상별로 0.79, 0.93, 0.67로 산정되었으며, PBIAS는 2.8 %, 
23.2 %, 35.2 %로 산정되었다(Table 3). 앞에서 제시된 기준
에 따르면, 유량보정 결과 R2 0.5 이상으로 모의치가 관측

치의 수준을 잘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BIAS의 경

우, Moriasi et al. (2007)가 제시한 기준의 범위가 월단위

모의결과이고, 본 연구에서의 모의값이 시단위 결과임을 감
안할 때 모의결과가 만족할 수준의 범위로 평가되며, 모의
유량이 관측유량에 대한 기저유량 크기와 첨두유량의 크기

및 시간을 합리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Fig. 3).
총질소 농도의 모의치와 관측치의 R2 값은 각 강우사상별
로 0.40, 0.57, 0.58으로 산정되었으며, PBIAS는 44.3 %, 

22.3 %, 11.3 %로 범위로 산정되었다. 또한 질산성질소 농도
의 모의치와 관측치의 R2 값은 각 강우사상별로 0.43, 0.65, 
0.58으로 산정되었으며, PBIAS는 1.8 %, 6.6 %, 24.2 %로
범위로 산정되었다(Table 3). 총질소 및 질산성질소 농도 보
정 결과, 모의결과가 시단위 결과임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모의치가 관측치의 기저값과 유사하고 관측치의 변화 경향

성을 합리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Fig. 4, 5).

3.2 물질수지 분석
3.2.1 물수지 분석
연구지역에서의 2014년 모의 결과를 이용하여 연간 물수
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험유역에서의 2014년 연 강우량

1,018.0 mm 중 수관에 의한 강우차단량 9.9 %를 제외한

916.9 mm는 토양 표면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증
발산량은 연 강우량 중 약 43.0 %를 차지하며, 시험유역에
서 하천으로 유출되는 유량은 약 539.2 mm로 이중 지표면
을 통해 114.9 mm가 유출되었으며 중간류 유출량이 424.3 

Constituent
1st rainfall event 2nd rainfall event 3rd rainfall event

R2 PBIAS (%) R2 PBIAS (%) R2 PBIAS (%)

Discharge 0.79  2.8 0.93 23.2 0.67 35.2

T-N 0.40 44.3 0.57 22.3 0.58 11.3

NO3-N 0.43  1.8 0.65  6.6 0.58 24.2

Table 3. R2 and PBIAS (%) for stream flow discharges and nitrate concentrations at the watershed outlet 

Fig. 5. Observed and simulated NO3-N concentrations at the watershed outlet.

Fig. 4. Observed and simulated T-N concentrations at the watershed outlet.

Fig. 3.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 flow discharges at the watershed ou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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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하 대수층에서 하천으로 유입
하는 유량은 약 8.4 mm로 비교적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는
데 이는 연구대상 유역이 상류이며 평상시 건천이기 때문

일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에서 대수층으로의 침출량은 연간
약 33.9 mm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유역에서의 저

류량은 강우량 대비 연간 약 1.9 mm 감소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Table 4).
모의결과의 강우유출량 공간분포를 분석하였으며, 시험유
역에서 연간 발생한 지표유출, 중간류 유출, 지하침투량, 
지하수 하천유출량을 모델에서 구축한 공간 단위인 50 m  
× 50 m 크기의 격자로 표출하였다. 시험유역에서 대부분의
강우유출은 흐름누적이 큰 곳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6).

3.2.2 질소수지 분석
시험유역에 대한 모의결과, 2014년 1년 동안의 질소 유

입량은 120.3 kg N/ha/yr, 유출량은 109.6 kg N/ha/yr로 산

정되었으며, 토양과 대수층에 10.7 kg N/ha/yr이 축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소 유입량 중 식생잔재물이 34.9 kg 
N/ha/yr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퇴비와 화학비료 유입
량은 각각 35.7 kg N/ha/yr, 11.2 kg N/ha/yr를 차지하는 것
으로 산정되었다(Table 5). 시험유역의 질소 유출량 중에서
는 식생 흡수가 39.5 kg N/ha/yr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며, 토양과 대수층에서 암모니아 휘산 및 탈질 작용을 통

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질소량은 각각 10.3 kg N/ha/yr 
30.2 kg N/ha/yr, 하천을 통해 유역 밖으로 유출되는 질소

량은 29.5 kg N/ha/yr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양에서 지하
로 이동하는 질소 지하 침출량은 연간 약 45.9 kg N/ha/yr
로 산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Kyllmar (2004)이 수행한 선
행 연구결과 중 질소의 지하 침출량 범위 내에 포함되는

수치이다. Kyllmar (2004)는 스웨덴 지역 농경지 질소 지하
침출량을 19.0 ~ 81.0 kg N/ha/yr로 분석한 바 있다.
한편, 유역에서 질소의 변환과정을 살펴보면, 식생 잔재

물, 퇴비, 부식질, 미생물 등으로 인한 질소 분해량은 97.5 
kg N/ha/yr로 산정되었으며, 토양과 대수층에서의 질산화는
51.5 kg N/ha/yr인 것으로 산정되었다(Table 6).
토양과 지하수에서의 질산성질소 이동량에 대한 모의결

과, 토양에서 지하수로 이동하는 양과 지하수에서 하천으로
이동하는 양은 흐름누적이 큰 격자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

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토양에서 지하수로의 질산성질소

Component
Water Balance

(mm) (%)

Rainfall 1,018.0 100.0

Evapo-transpiration 437.9 43.0

Stream discharge 539.2 53.0

Groundwater discharge 8.4 0.8

Aquifer Recharge 33.9 3.3

Storage change -1.9 -0.2

Table 4. Annual water balance of the study area for 2014

Fig. 6. Estimated hydrologic processes across the study area for 2014 (mm/yr).

Process　 Amount (kg N/ha/yr)

Input

Plant Residue 34.9 

Livestock Manure 35.7 

Chemical Fertillzer 11.2 

Livestock Excretion 19.3 

Atm. Dry Deposition 6.9 

Atm. Wet Deposition 10.1 

Point Source Discharge 2.3 

　Sub-Total 120.3 

Output

Ammonia volatillzation 10.3 

Denitrification 30.2 

Plant uptake 39.5 

Stream Outflow

NH4-N 3.3 

NO3-N 20.8 

DON 5.4 

PIN 0.0 

Sub-Total 109.6 

Mass Balance 10.7 

Table 5. Estimated nitrogen mass balance for the study area 
fo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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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량은 축사부지, 논, 밭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
다(Fig. 7). 그러나, 이와 같은 질소수지 분석결과는 1년이
라는 단기간에 대한 모의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당해년도의 기후에 의해 크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평균적 또는 안정적 질소수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에 걸친 모델 입력자료와 모니터링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

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3 오염원별 기여율 평가
시험유역에서 연간 질산성질소의 지하침출량은 33.0 kg 

N/ha/yr로 산정되었다. 토지이용형태별 연간 단위면적당 질
산성질소 지하침출량은 논 187.0 kg N/ha/yr, 밭 90.8 kg 
N/ha/yr, 축사부지 1,042.6 kg N/ha/yr, 기타 0.4 kg N/ha/yr 
로서 축사부지에서의 단위면적당 질산성질소의 지하침출량

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역 내에서 개별 오염원이 질산성질소 지하침출량에 기

여하는 기여율을 평가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모의

를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1은 축사부지에서 비점오염부하

유출이 없을 경우, 시나리오 2는 농경지에 화학비료를 시

용하지 않는 경우, 시나리오 3은 농경지에 퇴비를 시용하

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시나리오 모의결과를 분석하
여 질산성질소 지하침출량에 대한 축사시설, 화학비료, 퇴
비의 기여율을 각각 산정하였다.

2014년 1년의 모의기간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축사
부지에 의한 질산성질소 지하침출량 기여율은 약 0.2 %로
산정되었다. 화학비료의 질산성질소 지하침출량 기여율은

약 0.8 %로 산정되었으며, 퇴비의 질산성질소 지하침출량

기여율은 약 0.5 %로 산정되었다.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종

합해 보면, 축사부지, 화학비료 및 퇴비시용에 따른 토양에
서의 질산성질소 지하침출량 기여율 중 화학비료의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단위면적당 질산

성질소 지하침출량은 축사부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시

험유역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농경지 약 23.8 ha, 축사부지
약 1.0 ha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0.9 %, 
0.9 %로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기여율은 크지 않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의기간인 2014년 1년동안 비료 등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 토양에서 지하수로 이동하는 질산성질소

침출량의 변화량에 따라 산정된 기여율이며 모의 기준년 이

전에도 토양 내부에 축적되어있는 질산성질소가 존재하며 이

축적량이 질산성질소 지하침출량 기여율의 상당부분을 차지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나리오 분석결과는 1년이라는 단

기간에 대한 모의 결과로서, 축사의 규모, 유역 내 농경지의
면적, 화학비료 및 퇴비의 시용량, 토양의 특성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

면이 있다. 향후 다양한 환경조건에 따른 장단기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Nitrogen Transformation Process Amount (kg N/ha/yr)

Plant uptake 39.5 

Decomposition of plant residue 29.4 

Decomposition of manure 38.2 

Decomposition of humus 7.3 

Decomposition of microbes 22.5 

Humification 7.0 

Biosynthesis 22.5 

Nitrification
Soil 46.6 

Aquifer 4.9 

Ammonia volatilization
Soil 9.3 

Aquifer 1.0 

Denitrification
Soil 21.9 

Aquifer 8.2 

Table 6. Estimated nitrogen transformation processes within 
the study area for 2014

Fig. 7. Estimated nitrate transport processes within the study area fo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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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분포형 유역모델 CAMEL을 이용하여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백석리에 위치한 소유역을 대상으로 질소 거동을

상세히 모의하고 오염원별 질산성질소의 지하침출량 기여

율을 평가하였다. 시험유역의 말단에서 2014년 발생한 3차
의 강우사상을 대상으로 유량과 질산성질소 농도를 관측하

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모델 보정을 실시하였다. 모델보정
에 따른 관측값과 모의값 사이의 R2는 유량 0.67 ~ 0.93, 
총질소 0.40 ~ 0.58, 질산성질소 농도 0.43 ~ 0.65의 범위로

산정되었다.
모의 결과에 따른 물수지 분석 결과, 2014년 시험유역에서
강우량 1,018.0 mm 대비 증발산량은 437.9 mm로 43.0%, 지
표면 유출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하는 유량은 약 539.2 mm
로 53%, 토양층의 대공극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하는 유량

은 약 8.4 mm로 0.8%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소수지 분

석 결과, 시험유역에서 질소 유입량은 120.3 kg N/ha/yr, 
유출량은 109.6 kg N/ha/yr, 토양-대수층 축적량은 10.7 kg 
N/ha/yr로 산정되었다. 질소 유입량 중에서는 식생잔재물이
34.9 kg N/ha/yr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질소 유출량

중에서는 식생 흡수가 39.5 kg N/ha/yr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험유역에서의 2014년 질산성질소 지하침출량은 약 33.0 

kg N/ha/yr로 산정되었으며, 단위면적당 질산성질소 지하침
출량은 축사부지에서 1,042.6 kg N/ha/yr로 상대적으로 가

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 1년의 모의기간에 대한

축사부지, 화학비료 및 퇴비시용에 따른 토양에서의 질산성
질소 지하침출량 기여율을 각각 산정한 결과, 화학비료의
기여율이 0.8 %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축사
부지는 단위면적당 질산성질소 지하침출량이 가장 크지만, 
유역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시험유

역에서의 질산성질소 지하침출량 기여율은 약 0.2%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특정연도의 강우, 기상, 오염원 자료 및
수질 관측값에 기초한 보검정 결과에 의한 것으로서 당해년

도의 기후에 의해 크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평균적
또는 안정적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에 걸친

모델 입력자료와 모니터링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지하수 수질 오염에 영향
을 미치는 질소 지하침출량을 산정하고 향후 유역 내 질소

를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론을 구축하는데 중점이 두었

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 모의는 개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추후 지하수 모의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는 유역모델 CAMEL을 축산단지가 위치한 소
유역에 적용함으로써 소유역에서의 질소 거동 및 오염원별

질산성질소의 지하침출량에 대한 오염기여도 평가를 수행하

였다. 이 연구에서 구축한 유역모델을 토양과 지하수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관리방안에 적용하여 저감 효과를 분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지하수 수질의 합리적 관

리방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knowledgement

이 연구는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축산단지 지

역의 지하수 배경농도 등 오염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수행
된 연구입니다.

References

Green, W. H. and Ampt, G. A. (1911). Studies on Soil Physics, 
1. The Flow of Air and Water Through Soils,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 11-24. 

Hyun, S. G. (2001). Estimation Sources for Nitrate in Ground-  
water at Ongpo Stream Watershed in Jeju Islan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tity, 14-15. 
[Korean Literature]

Hyun, Y. J., Lee, K. K., Kaown, D. I., and Lee, S. S. (2011), 
Modeling Groundwater Flow and Contaminant Transport in 
Groundwater Dependent Ecosystems,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47(3), 309-321

Jeon, S. R., Park, S. J., Kim, H. S., Jung, S. K., Lee, Y. U., and 
Chung, J. I. (2011). Hydroge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Estimation of Nitrate Contamination Sources of Groundwater 
in the Sunchang Area, Korea, Journal Geological Society of 
Korea, 47(2), 185-197. [Korean Literature]

Ki, M. G., Koh, D. C., Yoon, H. S., and Kim, H. S. (2013). 
Characterization of Nitrate Contamination and Hydrogeo-  
chemistry of Groundwater in an Agricultural Area of 
Northeastern Hongseong,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18(3), 33-51. [Korean Literature]

Kim, K. H., Yun, S. T., Chae, G. T., Choi, B. Y., Kim, S. O., 
Kim, K. J., Kim, H. S., and Lee, C. W. (2002). Nitrate 
Contamination of Alluvial Groundwaters in the Keum River 
Watershed Area: Source and Behaviors of Nitrate, and 
Suggestion to Secure Water Supply, The Journal of 
Engineering Geology, 12(4), 471-484. [Korean Literature]

Kim, Y. T. and Woo, N. C. (2003). Nitrate Contamination of 
Shallow Groundwater in an Agricultural area having 
Intensive Livestock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8(1), 56-67. [Korean 
Literature]

Kim, E. Y., Koh, D. C., Ko, K. S., and Yeo, I. W. (2008). 
Prediction of Nitrate Contamination of Groundwater in the 
Northern Nonsan Area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13(5), 57-73. 
[Korean Literature]

Koh, D. C. (2008). Nitrate Contamination of Bedrock Ground-  
water in the Southern Hongseong Area: Assessment for 
Impact of Livestock Feedlots, KIGAM Bulletin, 13(1), 20-33. 

Koo, B. K., Dunn, S. M., and Ferrier, R. C. (2005). A Distributed 
Continuous Simulation Model to Identify Critical Source 
Areas of Phosphorus at the Catchment Scale: Model Descrip-  
tion, Hydrology and Earth System Sciences Discussions, 2, 
1359-1404.

Kyllmar, K. (2004). Nitrogen Leaching in Small Agricultural 
Catchments, Doctoral thesis, 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s, Uppsala, Sweden, 19-20.



분포형 유역모델을 이용한 농촌지역 소유역의 질산성 질소 지하침출량 평가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Vol. 33, No. 6, 2017

669

Lee, I. G. and Choi, S. H. (2012). Hydro-geochemical Nature 
and Nitrates Contamination Characters of Groundwater in the 
Youngdong, Chungbuk Province, Economic Environmental 
Geology, 45(1), 23-30. [Korean Literature]

Mein R. G. and Larson C. L. (1973). Modeling Infiltration 
During a Steady Rain, Water Resources Research, 9(2), 
384-394.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K water. (2005). 
Research Report: A Study on Action Plans for Potential 
Groundwater Pollution Areas, GW-2005,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487-490. [Korean Litera-  
tur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 water. (2015). 
2015 GROUNDWATER ANNUAL REPORT, 11-1611000-  
000155-10,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 
water, 3-4. [Korean Literature]

Moriasi, D. N., Arnold, J. G., Van Liew, M. W., Bingner, R. L., 
Harmel, R. D., and Veith, T. L. (2007). Model Evaluation 
Guidelines for Systematic Quantification of Accuracy in 
Watershed Simulations, Transactions of the ASABE(American 
Society of Agricultural and Biological Engineers), 50(3), 
885-900.

Na, C. K. and Son, C. I. (2005). Groundwater Quality and 
Pollution Characteristics at Seomjin River Basin: Pollution 
Source and Risk Assessment, Economic Environmental 
Geology, 38(3), 261-272. [Korean Literatur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NAS). (2006). 
Standard Guidelines for Fertilizer Application Rates for 
Crops (Revised),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33-167. [Korean Literatur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 Research (NIER). (2014). 

Technical Guidelines for TMDL Management, NIER-GP2014-  
057,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 Research, 39-48. 
[Korean Literature]

Panno, S. V., Kelly, W. R., Martinsek, A. T., and Hackley, K. C. 
(2006). Estimating Background and Threshold Nitrate Con-  
centrations Using Probability Graphs, Ground Water, 44(5), 
697-709.

Panno, S. V., Kelly, W. R., Weibel, C. P., Krapac, I. G., and 
Sargent, S. L. (2003). Water Quality and Agrichemical 
Loading in Two Groundwater Basins of Illinois’ Sinkhole 
Plain, Environmental geology no. 156, Illinois State Geological 
Survey, Illinois, United States, 1-2.

Park, H. R., Kim, M. K., and Hong, S. P. (2015) Characteristics 
of Nitrate Contamination of Groundwater - Case Study of 
Ogcheon Area,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4(1), 87-98. [Korean Literature] 

Santhi, C., Arnold, J. G., Williams, J. R., Dugas, W. A., 
Srinivasan, R., and Hauck, L. M. (2001). Validation of the 
SWAT Model on a Large River Basin with Point and 
Nonpoint Sources, Journal of American Water Resources 
Association, 37(5), 1169-1188.

Suk, H. J. and Chon, C. M. (2009). Model Development for 
Analysis of Nitrate Leaching and Its Field Application in a 
Rural Area,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42(6), 
561-574.

Van Liew, M. W., Arnold, J. G., and Garbrecht, J. D. (2003). 
Hydrologic Simulation on Agricultural Watersheds: Choosing 
Between Two Models, Transactions of the ASAE(American 
Society of Agricultural and Biological Engineers), 46(6), 
1539-1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