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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atio-temporal variations of nitrate concentrations in groundwater of Jeju Island were evaluated by an

analysis of time series groundwater quality data (N = 21,568) that were collected from regional groundwater

monitoring (number of wells = 4,835) for up to 20 years between 1993 and 2015. The median concentration of

NO3-N is 2.5 mg/L, which is slightly higher than those reported from regional surveys in other countries. Nitrate

concentrations of groundwater in wells tend to significantly vary according to different water usage (of the well),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topographic elevations: nitrate level is higher in low-lying agricultural and residential

areas than those in high mountainous areas. The Mann-Kendall trend test and Sen’s slope analysis show that nitrate

concentration in mid-mountainous areas tends to increase, possibly due to the expansion of agricultural areas toward

highland. On the other hand, nitrate concentrations in the Specially Designated Groundwater Quality Protection

Zones show the temporally decreasing trend, which implies the efficiency of groundwater management actions in

Jeju. Proper measures for sustainable groundwater quality management are sugges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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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부터 2015년까지 관측된 제주도 지하수 장기모니터링 관측정(N = 4,835)에서 수집된 지하수 수질자료(N =

21,568)를 기반으로 질산성질소의 시공간적 변동 특성을 평가하였다. 제주도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농도의 중앙값은

2.5 mg/L로서 다른 국가나 대륙의 조사 결과에 비해 다소 높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수 용도, 행정구

역 및 고도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산간 지역에 비해 저지대 해안가에 위치한 농업 및 주거지역에서 농도

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Mann-Kendall 및 Sen’s slope 분석을 활용한 질산성질소 농도의 추세 분석 결과, 하류 저지

대에 비해 중산간지역에서의 질산성질소 농도 증가 경향이 뚜렷하였다. 제주도 내 토지 피복의 시계열 변화 특성과 결부

지어 보면, 중산간지역의 오염 증가 추세는 농업지역의 확장 등 인위적 활동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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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정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질산성질소 농도의 감소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지하수 관리 측

면에서 수질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유효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오염관리를

위한 적정 방안을 제안한다.

주요어 : 지하수 수질, 제주, 질산염, 모니터링, 추세분석

1. 서 론

2011년 제주 지역에서 이용되는 수자원 중 지하수의

비율은 약 84%를 차지하였다(Jeju Do, 2013). 제주도

화산암 대수층은 투수성이 좋은 클린커(clinker)와 스

코리아(scoria)로 구성되어 있어 지하수의 함양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Koh, 2006). 그러나, 이

러한 수문지질 특성은 건천을 발달시켜 지표수 개발을

어렵게하고 지하수 의존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

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을 도

모하고 이상기후 등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자원 문제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자원에 대한 오염관리 대책과 지속적인 과학적

조사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제주도 화산암반수는 청정하고 깨끗한 상수원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근래 중산간 및 하류 지역에서의 비

료 사용과 축산활동의 증가에 따라 질산성질소 오염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제주도의 저지대 해안가에서 질

산성질소 오염이 보고된 바 있으며(Song et al., 1999;

Lee et al., 2002; Jung et al., 2016), 특히 Jung et al.

(2014)은 농업지역으로 대표되는 고산지역의 천부(부유) 

지하수에서 심각한 질산성질소 오염(평균 49.2 mg/L)을

보고하였다. Koh et al.(2005, 2006, 2007)은 여러 환

경추적자(예: CFC, 3H, 산소-수소 동위원소)를 활용하

여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오염이 농업활동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으며, 질산성질소 농도가 7 mg/L 이상인

지하수에서는 다른 용존 이온들의 농도 증가 및 수질

유형의 변화가 확임됨을 보고하였다. Koh et al.(2009)

은 지하수 내 질산염 농도의 누적확률분포로부터 인위

적 오염을 판단하기 위한 문턱값을 2.5 mg/L(자연기원)

와 5.5 mg/L(인위기원)로 제시한 바 있다. Jeju Green

Environment Center(2015)의 연구에서는 최근 제주도

지하수 관측망에서 채수한 총 727개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질산성질소의 평균 농도 2.42 mg/L, 최대

56.47 mg/L로 상당량의 시료에서 지하수 오염이 확인

되었으며, 오염된 시료의 대부분이 무기비료를 비롯한

질소계 비점오염원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였

다. 제주와 유사한 지질 특성을 지닌 이탈리아의

Etna 화산의 사례를 보면, 인위적 오염원의 증가와 더

불어 질소 농도의 증가가 함께 관측되며, 특히 지표 오

염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Giammanco et al.,

1998; Aiuppa et al., 2003).

제주도는 먹는샘물 개발을 위한 사기업(개인)의 진

출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1995년부

터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원수

대금의 부과, 먹는샘물 제조용 지하수의 개발 제한, 지

하수 환경영향평가제도 의무화 등 체계적인 지하수관

리를 실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시한 여

러 오염 보고 사례는 제주도의 지하수가 지표 오염원

에 취약한 상태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지

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질

산성질소 오염에 대한 과학적 재평가에 기반한 체계적

인 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제주도 전 지역에서 장기간 관측된 지하수 수

질자료(N = 21,568)를 기반으로 하여 1) 제주도 지하

수의 수질 현황을 여러 측면(예: 고도, 행정구역, 용도

등)에서 평가하고, 2) 다년간 구축된 수질관측 자료에

기반하여 질산성질소 농도의 변화 추이(trend)와 공간

적 분포 양상을 밝히며,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하수

의 질산성질소 오염을 합리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합리

적인 중장기 지하수 관리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지역 개관

제주도는 동서로 약 75 km, 남북으로 약 41 km의

타원체 섬으로서 총 면적은 1,845.85 km2에 이르며,

홍적세(Pleistocene)와 홀로세(Holocene)에 걸쳐 수십

차례의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순상화산섬이다. 화산

암류(현무암, 조면암, 안산암)가 전체 면적의 98%를 피

복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응회퇴적층, 해양성퇴

적층(서귀포층) 등 퇴적암류로 이루어져 있다(Won,

1976; Koh, 2006).

제주도는 중앙의 한라산 백록담(표고: 1950 m)을 정

점으로 구릉 모양을 이룬다. 지형고도에 따라 표고

200 m 이하를 해안 저지대(54.6%), 200에서 6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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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을 중산간 지대(32.0%), 600 m 이상 구간을 산악

지대(13.4%)로 구분하며, 대부분의 주거지 및 농경지

는 해안 저지대에 밀집하여 있다. 지형 경사는 동-서부

로는 완만한 반면, 북-남부로는 준경사지(경사 8-12o)가

우세하게 분포한다. 경사 1-4o의 완만한 경사지는 전체

면적 대비 36.5%를 차지하며, 주로 해안 저지대에 분

포한다. 급경사지(경사 12-30o) 및 급준경사지(경사

>30o)는 한라산 및 오름에 분포한다. 지형 경사의 분

포에 따라 산출 암석의 물성이 달라지는데, 경사가 완

만한 동서부 해안 저지대 지역은 주로 파호이호이

(Pahoehoe) 용암류가 분포하는 반면, 경사가 심한 고지

대와 남북부를 중심으로 아아(Aa) 용암류가 분포한다

(Jeju Do, 2013).

제주도는 지역 및 고도에 따라 강수량 편차가 매우

크다. 4개 기상대(제주, 서귀포, 성산, 고산)를 기준으

로 산정할 경우 30년간(1981-2010) 연평균 강수량은

최소 1,142.8 에서 최대 1,966.8 mm로 보고되었다

(Korea Meterological Association, 2011). 서귀포와

성산의 강우량은 1,900 mm 이상으로 관측되었으며, 제

주 및 고산은 각각 1,497 및 1,142 mm로서 지역별 편

차가 크게 나타난다. 60개소 강우 측점 지점을 대상으로

고도별 강우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고도가 100 m 증가함

에 따라 연강우량은 동부 유역에서는 약 235 mm, 서부

유역에서는 약 144 mm, 남부유역에서는 약 69 mm,

북부유역에서는 약 153 mm씩 증가하였다(Jeju Do,

2013).

제주도를 구성하는 대수층은 큰 종횡비(aspect ratio)

를 가진 절리와 함께 수직적인 균열이 발달된 다공성

의 화산암류를 따라 나타나고 있으며, 투수성이 좋은

스코리아와 클린커의 층서구조적 발달은 지하수 유동

과 함양에 영향을 미친다(Koh et al., 1997). 화산암

대수층의 비양수량(specific capacity)은 1290~2410

m2/day의 값을 가지며 비교적 최근에 함양(CFC-12 결

과가 10~30년을 지시)된 지하수가 대수층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on et al., 2005; Koh et al.,

2006). 반면, 퇴적 대수층의 비양수량과 연령은 각각

1010 m2/day과 20~60년 사이로 보고되었다, 제주 지

하수의 특성 및 함양시기(연령) 분포는 지역과 매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2.2. 현장 조사 및 수질 분석

본 연구는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의 지하수 채취 및 분

석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하였는데(Fig. 1), 1993년에서

2015년까지 총 4,835개 지하수 관정에서 획득한

Fig. 1. GIS maps of spatial variables of Jeju Island, South Korea. (a) Geology, (b) Land use, (c) Elevation, and (d) Sampling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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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8개 시료의 분석결과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시

료 채취시 현장에서는 온도, EC(전기전도도)를 측정하

였고, 수질분석 시료 채취 시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EC가 안정될 때까지 펌핑한 이후 채수하였다. 양

이온과 음이온 분석용 시료는 각각 60 ml씩 채수하였

고, 공극 크기 0.45 μm인 셀룰로오스 질산염 막필터

에 통과시켜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폴리에틸렌 용기에

담았다. 운반 시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여 4oC를 유지하

였다. NO3-N 분석을 위하여 IC(이온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적용하였다. 사용된 장비는 1993에서 2005년까

지는 Dionex의 DX-500이며, 2006년부터는 동일 회사

의 제품인 ICS-3000을 사용하였다. 기기의 검출한계는

0.1 mg-NO3-N/L로 모두 동일하였다(Jeju Do, 2010).

2.3. 확률분위수를 이용한 질소오염 평가

현장에서 얻어지는 지구화학자료들은 인위적 오염의

영향이나 불검출 등의 이상치로 인해 분포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 등

의 단순 통계치를 기반으로 수질을 평가할 경우에는

잘못된 해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Reimann and

Filzmoser, 2000). 이에, 지구화학 자료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이상값(outliers)과 극한값(extremes)를 배제한

특정 확률분위(cut-off points)나 배경농도(background)

를 활용한 수질 평가가 제안된 바 있다(Edmunds et

al., 2003; Clemens Reimann et al., 2005; Shand

et al., 2007). 지역의 오염 영향을 대표하는 질산염의

문턱값(threshold)은 자료의 90~98th 분위수로 정해지

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역적인 근거는 없다. 지역 및

국가별 사례를 보면, Lee and Helsel(2005)은 미국

지하수 기초 수질을 90 및 95th 분위수를 통해 제안

하였으며, Edmunds et al.(2003)와 Langmuir(1997)

는 각각 95와 98th 분위수를 통해 수질 현황을 해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90th 분

위수를 오염영향을 대표하는 문턱값으로 설정하고 이

와 함께 질산염의 수질기준치를 사용하여 지역적 오염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4. 비모수적 추세분석 기법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축적된 모니터링 자료로부터

주요 오염지표의 시공간적 분포 및 변화 양상을 파악

함으로써 오염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결측 및 이상값에 비교적 덜 민감하고

비정규분포 자료의 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비모

수적 방법(Nonparametric method)인 Mann-Kendall

검정(Mann, 1945; Kendall, 1975)과 Sen’s 검정(Sen,

1968)을 적용하였다.

Mann-Kendall 검정은 관측된 시계열 자료의 쌍

(pair) 사이의 상관계수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고, 각

결과들의 가중합을 산정하여 양(+), 음(-), 영의 경향성

을 찾는 비모수 통계방법으로서, 그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n은 자료의 크기, i는 시기, x는 해당 시기의

질산성질소 농도를 나타낸다. Sgn(∆x)은 시기별 자료

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x가 각각 증가(1), 감소(-1),

상등(0)일 때, 이들의 합인 S를 산정한다. 즉, S가 양

이면 질소 오염의 증가 추세를, S가 음이면 감소 추세

를 의미한다.

통계량 S가 점근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시, 가설 검정을 위한 표준정규변량 Zmk를 구하는 방

법은 다음과 같다(Hirsch and Slack, 1984).

한편, MK 검정은 유의수준 α를 가정할 시, Zmk의

절대값이 Z1-a/2 보다 큰 경우 귀무가설(H0; 경향성이 없

다)을 기각하여 시계열 자료의 쌍 사이의 단조경향성

이 있음을 지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Mann-Kendall 검

정의 유의수준(α = 0.10 )에 따라 신뢰구간을 계산하였

다. 유의확률 p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Mann-Kendall 검정을 쓰면 시계열 자료의 유의한

증가 혹은 감소 경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나,

경향성의 변화율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Sen’s 기울기 추정은 시계열 자료가 선형적인 경향성

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여 변화율(기울기)을 구하는 방

법인데, 자료의 결측이나 이상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모수적 절차이기에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K 검정상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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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 분석결과들을 대상으로 Sen’s 추정을 적용하여 n

쌍의 자료에 대한 추세 기울기를 평가하였다. 잔차분

산 Qi와 Q 중앙값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Xi와 Xj는 각각 j와 k 시간에서의 질산성질

소 농도 값을 의미한다. Qmed은 자료의 경향과 동시에

기울기를 나타낸다. 즉, Qmed이 양이면 증가 경향, 음

이면 감소 경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의 총 개수는 4,875개의 관

측지점에서 획득한 21,568개 질산성질소이며, 이 중

Mann-Kendall 검정에서 유의수준이 α = 0.10 이상으

로 판정된 관측지점을 대상으로 추세분석을 실시한 결

과, 총 141개의 관정(총 3,603개 수질자료 포함)이 이

에 해당하였다. 각 지점의 시계열 자료의 개수는 평균

26개, 최대 127개가 사용되었으며, 지점별 개수가 서로

상이하다. 채취시기도 마찬가지로 지점별로 차이를 보

이며, 특히 일부 관측정에서 수질기준 초과시 다른 관정

으로 변경으로 인해 모니터링 자료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각 지점에 대한 위치, 시기, 질산성질소의 평균

및 중앙값, 자료 개수 등의 결과는 본 연구의 지원과

제인 “제주지하수 수질 분류/평가기술 고도화 및 질소

계 오염 정량화를 통한 최적 수질관리 방안 도출”(과

제번호 17-18-03-04-26-09) 부록과 본문에 수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추세분석을 위해 상용프로그램인

Matlab 2016b(MathWorks)를 활용하였으며, 확장 파일

인 ktaub code(Burkey, 2006)를 수정하여 Mann-

Kendall 및 Sen’s test를 통합 계산하였다(http://

www.mathworks.com/matlabcentral/fileexchange/

authors /23983).

3. 결과 및 토의

3.1. 제주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오염 현황

3.1.1. 기초통계 분석 및 해외 사례와의 비교

Table 1 및 Fig. 2는 제주지역에서 1993년부터

2015년까지 관측된 지하수 장기 모니터링 자료(N =

21,568)를 기반으로 질산성질소의 기초통계와 누적확률

분포도를 제시한 결과이다. 질산성질소 농도는 중앙값

2.5 mg/L, 평균 4.09 mg/L로서 정적편포(positive

skewed distribution)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시료 중

9.14%(n = 2,046)가 먹는물 수질기준(10 NO3-N mg/L)

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자료가 정규

성을 만족하게 되지만, 본 연구 자료(N = 21,568)를

대상으로 정규성 검정 분석인 Kolmogorov-Smirnov

test와 Shapiro-wilk test를 적용한 결과, 두 결과 모두

p-value가 0.05 미만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분

석된 자료가 정규분포를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질산성질소의 변동계수(coefficient variation;

C.V.)는 120.51%로서 자료의 높은 분산도로 인해 질소

농도 자료의 분포가 편향되었음을 지시하며, 이는 다양

하고 광역적인 비점오염원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주 지역의 질산성질소 오염의 수준을 비교 평가하

기 위하여 다른 국가/대륙 규모에서의 질소 장기모니

터링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국가수질평가프로그램(National Water

Quality Assessment Program; NAWQA)에서는 고위

험군(농업용수)과 저위험군(공공용수)의 질산성질소(NO3-

Table 1. Summary of nitrate levels in groundwater of Jeju Island, South Korea, with respect to different land use. The

percentage of samples exceeding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 (DWS) is also shown

Land usea n Mean Median
25th 

percentile

75th 

percentile
Maximum S.D.b C.V.c

Number and 

percentage of wells 

exceeding DWS

Agricultural (G1)a 11,915 5.14 3.15 1.50 6.70 81.50 5.74 111.55 1,718 (14.42%)

Urban (G2)a 9,630 2.79 1.90 0.80 3.60 130.00 3.25 116.50 308 (3.20%)

Others (G3)a 23 1.43 0.70 0.10 2.60 6.70 1.69 117.83 0 (0%)

Total 21,568 4.09 2.50 1.10 5.10 130.00 4.93 120.51 2026 (9%)
a G1 = agriculture and livestock farming area, G2 = residential and commercial facilities (e.g., golf courses on the land and tour-

ism related activities), G3 = bottled water and hot spring
b Standard devation
c Coefficient of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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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농도의 중앙값을 비교한 결과, 각각 4.8 mg/L와

0.9 mg/L를 지시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Nolan et al.,

1997). Burow et al.(2010)는 미국에서 장기간(1991-

2003년)에 걸쳐 질산성질소를 모니터링하였는데, 농업

및 도심 지하수 관정에서 각각 3.1 mg/L와 1.4 mg/L

의 중앙값을 보고하였다. 전체 시료 중 8%가 수질기

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도별로는 농업관

정에서 20%, 도심 지하수에서 3%가 초과한 것을 확

인하였다. Scheidleder et al.(1999)은 EU 지역 지하

수의 장기 모니터링 결과로부터 질산성질소의 중앙값

을 3.1 mg/L로 보고하였다 또한, 핀란드를 대표지역으

로 질산성질소의 농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적극적인

수질관리 대책의 시행에 따라 5 mg/L(1958년)에서

1 mg/L(1996년)로 대폭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따라

서 해외의 연구사례와 비교해 보면, 제주도 지역 지하

수의 질소 오염 수준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다소 높

거나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1.2. 지하수 용도별 질산성질소 농도

지하수의 용도에 따른 질산성질소 오염 양상을

Fig. 3 및 Table 1에 정리하였다. 관정의 세부 용도 정

보는 크게 세 가지 분류체계로 구분하였다(G1 =농업,

G2 =도심, G3 =기타). G1(n = 11,915)은 농업을 대

표하는 관정들로서 농축산용 용수 및 지역 수질 관측

정을 포함하며, G2(n = 9,630)는 도심을 대표하는 군집

으로서 주거지역, 제조업, 서비스업(골프장, 관광시설,

숙박시설 등)과 공공시설 등을 포함한다. G3 군집

(n = 23)은 온천수, 먹는샘물, 식음료 공장 등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관정들을 포함한다. 시료수가 적고 비

오염을 대표하는 G3 군집을 제외하고, 지하수 용도별

질소농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Mann Whitney U

Test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농업과 도심 사용에 따라

질소 오염의 차이가 있음(p = 0.00 )을 지시하였다. 군

집 간 비교시 G1 에서 높은 수준의 오염이 관측되고

있었으며(mean = 5.14 mg/L, med. = 3.15 mg/L), 먹

는물 수질기준 초과율도 G1 (14.42%)이 G2 (3.20%)

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지

역의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오염이 주로 농업 및 축산

활동에 기인함을 지시한다.

3.1.3. 고도별 질산성질소 농도

고도에 따른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오염 변화를 Fig. 4

Fig. 2. Histograms and cumulative probability plots of NO3-N concentrations in groundwaters (N = 21,568) from Jeju Island.

The vertical red line indicates the drinking water standard (DWS) of NO3-N (10 mg/L) in Korea.

Fig. 3. Box plots comparing NO3-N levels of different

groups (G1 = agricultural, G2 = urban, G3 = others (hot

spring + drinking water) of groundwater in Jeju Island.

Outliers are defined as the samples beyond the upper and

lowerwhiskers; the extreme values represent the samples

whose composition falls outside the 3 box length range;

and the P-values (= 0.05)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from the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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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Table 2에 표현하였다. 각 군집은 표고 50 m 간격

으로 구분하였으며, 지하수 관정이 분포하는 표고인 최

소 0 m 에서 최대 800 m 구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Fig. 4의 붉은 선은 각 군집별 질산성질소의 중앙

값에 대한 선형회귀 결과를 지시한다(median NO3-N

= 2.21–0.16*elevation(binned into 50 m intervals)).

각 군집별 고도별로 질산성질소 오염 경향을 상자도표

를 통해 파악한 결과, 저지대 및 해안가에 가까운 관

정일수록 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며, 반면 중산

간 및 고지대에 위치한 관정일수록 오염 수준이 전반

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도가 높아질수록

농도값의 변동계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이 확인되며,

특히 중산간 및 상위 고도지역에서의 농도의 시공간

별 차이가 하위 고도지역에 비해 크게 변동함을 알 수

있다. Kruskal-Wallis test에서도 고도 군집별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농도 차이가 있음을 지시하였다(p = 0.00 ).

기존에 시행된 일부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고도별

질소오염의 영향이 토지이용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Koh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질소 오염이 농지가 밀집한 해안 및 저고도에 집중되

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Koh et al.(2009)은 질산염

문턱값 5.5 mg/L을 초과한 관정들을 조사한 결과, 특

히 산간 지역(자연)과 농업 지역(인위)의 경계 부근에

서 높은 오염이 관측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제주지

역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오염 분포는 고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2. 행정구역별 질산성질소 농도

행정구역별로 질산성질소 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하여 기초 통계(Table 3) 및 누적확률도표(Fig. 5)를

제시하였다. 행정구역별로 질산성질소의 평균은

2.52 mg/L에서 8.66 mg/L로, 그리고 중앙값은 1.50 mg/L

에서 6.91 mg/L로 크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행정구역별 질산성질소 농도의 확률 분포가 차이를 보

이며, 따라서 지역별로 질소오염 부하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시한다. 예를 들어, 한경지역의 경우

에는 모든 확률분포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오염

(90% NO3-N: 18.1 mg/L)이 관측되고 있으며, 수질기

Fig. 4. Box plots comparing the NO3-N levels of groundwater

from the wells of different elevations (binned into 50 m

intervals) in Jeju Island. Outliers are defined as the samples

beyond the upper and lowerwhiskers; the extreme values

represent the samples whose composition falls outside the 3

box length range; and the P-values (= 0.05)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from the Kruskal-

Wallis One-Way ANOVA and Median test.

Table 2. Summary of NO3-N levels of groundwater according to the elevation of well locality in Jeju Island

Elevation(m.a.s.l)a n Mean Median 25th percentile 75th percentile Maximum S.D.b C.V.c

0-50 7,234 5.98 4.07 2.10 7.60 130.00 6.25 104.52

50-100 7,540 4.00 2.70 1.60 4.80 39.50 4.01 100.26

100-150 2,521 3.43 2.00 1.00 4.00 51.90 4.14 120.58

150-200 1,877 1.91 1.10 0.50 2.20 21.00 2.55 133.24

200-250 982 1.12 0.68 0.40 1.20 11.79 1.42 126.70

250-300 572 1.04 0.50 0.30 0.97 18.30 1.85 178.46

300-350 414 1.10 0.50 0.30 1.20 17.22 1.71 156.09

350-400 90 1.18 0.70 0.37 1.10 15.90 2.12 180.04

400-450 177 0.96 0.50 0.30 1.00 19.20 1.94 201.76

450-500 90 0.88 0.34 0.30 0.55 16.20 2.16 246.46

500-550 46 0.51 0.30 0.20 0.45 8.80 1.28 249.73

>550 25 0.30 0.30 0.20 0.40 0.90 0.20 64.95
a Above the sea level
b Standard devation
c Coefficient of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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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초과한 관정도 39%로서 생태계 및 환경보건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준의 오염으로 확인되었다.

안덕지역은 10th, 25th, 50th 분위수에서는 모든 행정

구역 중에서 가장 낮은 오염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오염을 지시하는 상위 고농도 구간(90% NO3-N:

11.1 mg/L)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 분포가 관측

되었다. 이는 안덕지역의 경우 비점오염원에 의한 광

역적인 오염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국지적 점오염

원(예: 골프장, 축사 및 축산폐기물, 주거지역 등)에 의

하여 보다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시한다.

행정구역별 질산성질소 농도의 90th 분위수(즉 문턱

값)를 살펴보면, 한경, 조천, 한림, 안덕, 대정지역에서

11.1 mg/L에서 18.10 mg/L의 범위로 나타났다. 반면,

서귀포, 남원 및 애월지역의 90th 분위수는 7.4 mg/L

에서 9.7 mg/L의 범위로서 수질기준을 넘지 않으며,

구좌, 제주, 성산 및 표선지역에서는 4.5 mg/L에서

5.8 mg/L 범위로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오염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확인한 행정구역별 질산성질소의

90th 분위수를 공간상에 도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제주

도 서쪽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질소 오염이 확인되었

다(Fig. 6). 실제로 제주도 농축산업은 주로 서부 지역에

Table 3. Summary of nitrate levels of groundwater according to administrativedistricts of Jeju Island

Administrative 

districts
n Mean 10% 25% Median 75% 90% Maximum S.D. a C.V.b

Number and 

percentage of 

wells exceeding 

DWSc

Gujwa 1,009 2.52 0.80 1.30 2.00 3.00 4.51 26.80 2.17 86.14 13 (1%)

Namwon 3,157 3.19 0.40 1.00 2.10 3.90 7.42 35.20 3.62 113.60 171 (5%)

Daejeong 2,294 6.32 0.70 2.10 3.70 7.30 15.60 81.50 7.62 120.52 399 (17%)

Seogwipo 3,445 3.86 0.30 0.71 2.20 5.30 9.70 38.86 4.56 118.03 322 (9%)

Seongsan 688 2.76 0.80 1.40 2.10 3.60 5.20 18.19 2.28 82.85 10 (1%)

Andeok 917 3.83 0.30 0.60 1.50 3.50 11.10 48.10 6.08 158.85 102 (11%)

Aewol 1,856 3.67 0.40 1.10 2.70 4.74 8.00 29.55 3.64 99.19 119 (6%)

Jeju 3,570 2.70 0.40 0.90 2.00 3.66 5.80 30.60 2.54 94.14 60 (2%)

Jocheon 1,835 5.27 0.60 1.70 4.10 7.38 11.50 27.40 4.57 86.71 248 (14%)

Pyoseon 937 2.53 0.50 0.90 1.70 3.20 5.72 18.66 2.47 97.73 16 (2%)

Hankyeong 1,077 8.66 1.00 2.42 6.91 14.14 18.10 51.90 7.11 82.09 424 (39%)

Hallim 783 5.80 0.50 1.61 3.91 8.90 13.60 130.00 6.63 114.32 151 (19%)
a Standard devation
b Coefficient of variation
c DWS =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

Fig. 5. Cumulative probability plots of NO3-N concentration

of groundwater from different administrative districts of

Jeju Island.

Fig. 6. The 90th percentile levels of groundwater NO3-N in

different administrative districts of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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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 분포하며 (Jeju Do, 2013; Jung et al., 2014),

따라서 농축산업이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 오염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앞서 고찰한 용도별 질

산성질소 농도 평가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제주도 내 행정구역별 질산성질소 농도 수준

을 먹는물 수질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모든 행정구역

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관정이 존재함이 확인된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관정의 비율이 10%

를 초과함으로써 오염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한경(초과율 39%), 한림(19%), 대정(17%),

조천(14%), 안덕(11%) 등이다.

EU에서는 지표수, 지하수, 그리고 연안해역 등에서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50 mg/L)을 초

과하거나 초과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즉, 추세 상 수

질기준에 다다를 가능성이 존재하는 관정을 대상) 및

부영양화가 발생했거나 혹은 그 영향이 의심될 때 해

당지역을 질소오염 취약지구(Nitrate Vulnerable Zone;

NVZ)로 선정하고 적정한 관리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1991, Defra 2009,

Defra 2013). EU의 NVZ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제주도

행정구역별 오염 수준을 평가해보면, 제주도의 모든 행

정구역이 NVZ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U에서는

오염취약지구에 대하여 농업 관련 활동과 축분 저장소의

용량을 규제하고, 유기비료의 시비량을 170 kg/ha/yr

이하로 조절하도록 강력한 제제 조치가 적용된다.

3.3. 질산성질소 농도의 증감 경향 분석

3.3.1. 고도에 따른 변화

질산성질소 농도의 시간에 따른 증가·감소·유지 패턴

을 평가하고, 이러한 경향이 공간정보와 어떠한 상관

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총 4,845개의 지하수 조사

관측정에 대하여 비모수 추세분석을 수행한 결과, 141

개 관정의 질산성질소 농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성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개 관정에서

감소 추세가, 그리고 나머지 81개 관정에서 증가 추세

가 있음이 평가되었다(Fig. 7).

아울러, 낮은 고도의 하류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질

산성질소 오염 추세가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에 중산

간 및 높은 고도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점진적인 농도

증가가 있음이 평가되었다. 질산성질소 오염의 고도별

추세(증감) 경향 비율을 살펴보면, 특히 100 m 미만의

저고도에 위치한 관정들은 감소 추세가 우세함(61 %)

을 확인할 수 있다(Fig. 8). 그러나 동-서에 위치한 성

산 및 한경 지역에서는 고도와 상관없이 오염 추세가

Fig. 7. Spatial distribution of the trends of nitrate concentration in groundwater of Jeju Island. Purple areas indicate the

Special Designated Manangement Area of Groundwater Resources.

Fig. 8. The percentage of groundwater wells showing

significantly increasing or decreasing trends of nitrate

concentrations, according to elevation in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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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남-북

쪽 저고도 지역에 분포하는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 위

치한 관정들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고도 100~200 m, 200~300 m 및 300 m

이상의 중산간 지역에서는 각각 78%, 78% 및 67%

비율의 지하수 관정이 질산성질소 농도의 증가 추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에서 기술한 고도별 질산

성질소 농도의 비교 결과에서는 해안 저지대 지역에

비해 중산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질소오염이 관

측되었다(Fig. 4). 한편, 시기에 따른 질소 농도의 증감

경향 분석에서는 중산간 지역의 질산성질소 오염이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7). 따라서 중산간지역

의 질소오염 관리를 위한 엄격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중산간지역에서의 이러한 오염도 증가 경향은 지역

적인 신규 오염원의 증가때문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

해서는 향후 보다 자세한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 제주

도 토지이용 변화를 연관지어 고찰하면, 중산간지역에

서의 오염 상승 경향의 원인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환경부의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s://egis.me.go.kr)

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면

(1980~2000년), 해당 기간 동안 제주도 중산간지역의

초지 대부분이 농업용지로 대체되었으며, 그 비율이 약

4배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질산성질소 오염이 농축

산활동 등의 비점오염원에서 기인함을 고려하면, 중산

간지역의 오염 증가 추세는 토지이용의 변화, 즉 인위

적인 활동의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3.3.2.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 운영의 효과 분석

제주도에서는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현재 4개

지역(노형-신촌,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을 지

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지하수자원특별

관리구역은 1) 지하수위가 현저히 낮아졌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2)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염

소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3) 장래 수자원

수요를 위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

는 지역, 4) 지하수 이용에 있어 지하수 오염이 심각

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Jeju Do, 2017).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포함된 관

측정을 대상으로 추세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해당

구역 내에 위치한 전체 관정 중 88%(n = 23)에서 질

소 오염의 유의한 감소추세가 나타났으며, 반면 지하

수자원특별관리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체 관정 중

30%(n = 34)만이 질소 오염의 유의한 감소추세가 나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7). 이는 관리구역 지정

운영이 질산성질소 농도의 감소 추세에 유효하게 기여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의 지정 및 그에 따른 관리 조치 행동 적용이 질소오

염 방지 및 개선에 있어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는

지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하수 모니터링 자료의 보강, 그

리고 수화학 및 동위원소 자료 등을 활용한 오염원 추

적(환경수사 기법의 적용) 등 보다 구체적인 정밀평가

가 필요하다.

한편, 중산간지역의 오염원 증가는 향후 인구가 밀

집된 하류 지역에서의 지하수 오염 증가를 야기할 가

능성이 크다. 이러한 오염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나

타날 것이며, 수리지질 특성에 따라 지역적으로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수

층의 불균질성이 지하수 유동과 질소 오염물질의 이동

및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도 자료만으로

오염원 및 오염 양상을 해석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을 명기한다. 따라서 지하수 유동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루어져 면밀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수자원본부에서는 지하수 보전 및 관리 강화

를 위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추가 지정을 추

진 중에 있다. 추가 지정 예정 지역은 해발 300 m

이상의 중산간에 위치한 비교적 청정한 지역인데, 이

들 지역의 상류에서는 지하수의 함양이 일어나기에 지

하수 수질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

가된 바 있다(Ryuh, 2017). 앞서 기술하였듯이, 특별관

리구역 적용에 따른 오염 저감 양상과 함께 중산간지

역에서의 질산성질소 농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추

가적으로 계획 중에 있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안은

제주도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수질관리를 위해 합리적

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지역 지하수의 장기모니터링 자료

(N = 21,568)를 활용하여 제주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오

염 현황과 추세를 평가하고 다양한 환경인자와의 상관

성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전체 조사 대상 지하수 관정 중 먹는물 수질기준

을 초과하는 관정은 9.14%이며, 질산성질소 농도의 중

앙값은 2.50 mg/L이고 평균은 4.09 mg/L이다. 따라서

제주 지하수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질소 오염이



제주도 지하수 질산염 농도의 시·공간적 변화 특성: 장기(1993-2015) 모니터링 자료의 평가 25

관측되고 있다.

2)행정구역별로는 특히 한경, 조천, 한림, 안덕, 대

정의 경우, 질산성질소 농도의 90th 분위수(즉, 문턱값)

는 11.1~18.1 mg/L 범위로 나타나며 먹는물 수질기

준을 초과하는 비율도 높다. 특히, 농축산업이 발달한

제주도 서부지역에서 높은 문턱값이 나타나고 있다. 이

들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방안

이 마련되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관정이 위치한 지역의 지형고도별로 질산성질소

오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산간지역에 비해 하류 저

고도 지역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게 관측되었다. 이

는 농축산활동 등 인위 오염원이 중산간 지역에 비해

하류지역에 보다 밀집 분포하기 때문이다.

4)비모수 추세분석을 활용하여 최근 20여년 간의 질

산성질소 농도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특히 중산간지

역에서 질산성질소 농도의 점진적 증가 추세가 확인되

었다. 중산간을 포함한 상류 지역은 지하수 함양에 있

어 중요한 지역이므로, 제주도 지하수의 효율적이고 지

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특히 중산간지역의

오염원 증가를 조절하는 등 효과적이고도 과학적인 질

소오염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5)기존에 지정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서는 전

반적으로 질산성질소 농도의 감소 추세가 관측되고 있

어, 향후 수질관리 차원에서 좋은 시사점을 나타내었

다. 그러나 관리구역 지정과 함께 시행되어 온 주요

정책과의 인과성, 즉 효율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서는 수질 자료의 확대(즉, 모니터링 확대)와 더불어

오염원 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특히, 환경

동위원소 및 지하수 연령 분석 등)이 적용되어 정밀하

게 종합 해석함이 필요하다.

지하수 수질의 장기 모니터링 자료는 제주도 지하수

중 질산성질소 오염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

반으로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강력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 내

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장기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모니터링 개선이 필요하다.

관측정 중 일부에서는 수질기준 초과가 확인되는 일부

관측정의 경우 폐공 조치 후 다른 관정으로 변경(교체)

하는 등 모니터링 자료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다(2.4

장). 또한, 관측정의 용도별 분포를 고려하지 않으면 표

본의 편향성(3.1.2장) 등으로 인하여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이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제주 지하수의 수질오

염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

로 합리적 수질관리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향

후 모니터링 관측정의 균등 분포성을 향상시키고, 선

진국에서의 사례와 같이 지하수, 지표수, 해양수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수체의 수화학 특성에 대한 장기 종

합 분석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모니

터링 관정이 변경되거나 임의적으로 폐공되어 장기 관

측에 있어 중요한 일관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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