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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impact of livestock excreta discharged from an Intensive Livestock Farming Area (ILFA) on 

river water quality during a rainfall event. The Bangcho River, which is one of the 7 tributaries in the Cheongmi River watershed, 
was the study site. The Cheongmi River watershed is the second largest area for livestock excreta discharge in Korea. Our results 
clearly showed that, during the rainfall event, the water quality of the Bangcho River was severely deteriorated due to the COD, 
NH4-N, T-N, PO4-P, T-P, and heavy metals (Cu, Zn, and Mn) in the run-off from nearby farmlands, where the soil comprised 
composted manure and unmanaged livestock excreta. In addition, stable isotope analysis revealed that most of nitrogen (NH4-N 
and NO3-N) in the run-off was from the ammonium and nitrate in the livestock excreta. The values of δ15NNH4 and δ15NNO3 for 
the Bangcho River water sample, which was obtained from the downstream of mixing zone for run-off water, were lower than 
those for the run-off water. This indicates that there were other nitrogen sources upstream river in the river. It was assumed from 
δ15NNH4 and δ15NNO3 stable isotope analyses that these other nitrogen sources were naturally occurring soil nitrogen, nitrogen from 
chemical fertilizers, sewage, and livestock excreta. Therefore, the use of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nitrogen stable 
isotopes in the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enabled more effective analysis of nitrogen pollution from an ILFA during rainfall 
events.

Keywords : Livestock excreta, Bangcho river, Heavy metals, Nitrogen sources, δ15NNH4, δ15N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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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주요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의 가축 사육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가

축분뇨의 대부분(약 91%)은 퇴비·액비 형태로 자원화 

되어(Ministry of Environment, 2017) 농경지에 살포되

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농경지 살포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작물 성장에 필요한 양분(질소, 
인)을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필요 이상의 

과잉 살포는 강우시 양분의 하천 및 지하수 유출로 이어

져 하천의 부영양화 및 지하수 질산염 농도가 증가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Kim et al.(2015)에 따르면 국

내 양분수지는 작물 양분요구량 대비 성분 초과량이 질

소, 인 각각 143.9 kg/ha, 127% 및 76.7kg/ha, 125.6%
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2014년 기준 OECD 국가 대비 

질소는 1위, 인은 2위에 해당). 
가축분뇨가 하천 및 지하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Mallin, 2000; Withers and Lord, 2002; Neal and 
Heathwaite, 2005; Dupas et al., 2015; Vinod et al., 
2015; Mahlknecht et al., 2018), 가축분뇨 혹은 농경지

에 살포된 가축분뇨 자원화물(퇴비·액비)이 강우시 하천 

등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이 질소와 인을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Grande et al., 2005; Terada et al., 2017), 강우강도

에 따른 유기물, 질소, 인 등의 영향 등을 아우르는 연구

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연구 동향은 강우시 가축분뇨에 함유된 인, 대장

균, 병원성 세균, 스테로이드 호르몬(steroid hormones), 
수의용 항생제 등이 하천 및 지하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주로 다루고 있다(Blaustein et al., 2015; 
Stocker et al., 2015; Blaustein et al., 2016; Daniels et 
al., 2016; Biswas et al., 2017; Kim et al., 2018; 
Motew et al., 2018).

강우시 가축분뇨 및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에 함유된 

중금속이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또한 현재

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

는 특정 하천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등과는 무관한 중금

속 오염 정도에 대한 조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Begum et al., 2009; Reza and Singh, 2010; Marrugo 

-Negrete et al., 2017). 여러 중금속 중 Cu 및 Zn은 가축 

사육 시 성장보조제 등으로 사료에 다량 첨가되기 때문

에(Petersen et al., 2007) 강우시 가축분뇨 및 가축분뇨 

자원화물로부터 이들 중금속의 용출 등으로 인한 하천 

수질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Kunkel et al.(1981)은 가축의 먹이에 포함된 Cu의 

3.25배가 가축분뇨에 농축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가축분뇨 퇴비, 액비에 함유된 중금속 함량

에 대한 환경 기준은 퇴비의 경우 돈분 퇴비에 한해서 

Cu, Zn의 농도가 각각 500 및 1200 mg/kg 이하, 액비의 

경우 돼지, 젖소로부터 회수한 액비 내에 Cu, Zn의 농도

가 각각 70 및 170 mg/kg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기존 

문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가축분뇨 퇴비, 액비 내의 중

금속 농도는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몇

몇 연구에서 환경기준을 초과 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

다(Hseu, 2004; Lee et al., 2011; Go et al., 2012). 
한편, 하천 등 수질 환경에서 질소 오염원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질소 안정동위원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

인 것으로 최근 보고되고 있다(Diebel and Zanden, 
2009; Fenech et al. 2012; Hosono et al., 2013; Yuan 
et al., 2016). 이 방법의 원리는 오염원별로 15N과 14N의 

비(안정동위원소비) 값이 일정하게 구분되는 것에 착안

하여 오염원을 식별하는 것으로 질소 안정동위원소비 값

의 경우 δ15N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연구에서 

수체 내의 오염원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안정동위원소비

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왔지만, 가축사육이 밀집

된 지역에서 가축분뇨에 기인한 질소 오염원을 파악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Toda et al., 2002; Diebel and 
Zanden, 2009; Hyodo et al., 2012; Ma et al., 2015; 
Yuan et al., 2016). 특히, 질소 안정동위원소비를 활용

하여 강우시 가축사육 밀집 지역에서 가축분뇨에 의한 

하천 오염 평가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

다. 
본 연구에서는 가축이 밀집 사육되고 있는 청미천 상

류 유역의 지류중 하나인 방초천을 대상으로 하여 강우

시 가축분뇨 및 가축분뇨 퇴비·액비가 하천 수질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

로 이화학적 분석(유기물, 질소, 인, 중금속)과 질소 안정

동위원소비(δ15NNH4, δ15NNO3)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현재까지 연구가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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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비를 활용하는 방안에 중점

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질소 안정동위원소비를 활

용하는 연구는 본 연구자의 사전 연구결과(Ryu et al., 
2018)에서 제안된 암모니아성 질소(δ15NNH4) 및 질산성 

질소(δ15NNO3)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dual isotope 
approach)을 채택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 대상 지역

강우시 가축분뇨에 의한 하천 수질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청미천상류” 유역의 지류인 방초천에 인접해 있

는 가축분뇨 퇴비를 살포한 밭을 선정 하였다. “청미천상

류” 유역은 남한강 하류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하

고 있으며, 가축이 밀집 사육되고 있는 지역이다. Fig. 1
과 같이 “청미천상류” 유역 본류 주변에는 총 7개의 지류

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5년 전국 오염원 조사 자료

(Ministry of Environment, 2017)에 근거한 방초천 유

역 내의 한우 및 돼지 사육 두수는 7개 지류 유역 중 3위
를 차지하고 있다(Table 1).

가축분뇨 퇴비는 방초천에 인접한 밭(Fig. 2의 Farm 
land 1)에 살포되었으며, 살포된 형태는 Fig. 3과 같다. 
가축분뇨 퇴비를 살포한 밭  주변에는 개 사육장이 위치

해 있었으며, 개 사육장에서 발생한 분뇨는 강우 시 밭고

랑과 밭 주변의 배수로를 따라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었

다(Fig. 2). 시료 채취는 가축분뇨 퇴비가 밭에 살포된 후 

6일이 지난 첫 강우 때 실시하였으며, 시료채취 지점은 

A(가축분뇨 퇴비 살포 밭 및 개 사육장과 인접해 있는 밭

고랑 말단지점), B(강우 시 우수가 방초천으로 유입되는 

배수로 말단 지점), C(방초천과 B 지점으로 유입되는 우

수의 합류 지점), D(C 지점으로부터 약 100 m 떨어진 상

류 지점) 지점으로 선정 하였다(Fig. 2). 

Fig. 1. The Cheongmi river watershed.

Tributary subwatershed
Livestock population (individual)

Cattlea Swine Chickens Total(cattle+swine)

Mipyeong stream 134 1,265 6,943 1,399

Gachang stream 912 3,951 0 4,863

Daedeok stream 935 5,853 132,029 6,788

Yongcheon stream 315 13,387 55,801 13,702

Baekbong stream 701 19,893 54,630 20,594

Yulgok stream 572 24,897 476,198 25,469

Bangcho stream 2,382 15,926 22,410 18,308
aCattle means dairy and Korean cattle.

Table 1. Livestock population in each tributary subwatershed of the Cheongmi River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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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Schematic of sampling sites in the Bangcho stream 
and runoff waters.

2.2. 강우 특성 및 강우강도에 따른 시료채취

본 연구는 강우 시 방초천 인근 농경지에 살포된 가축

분뇨 퇴비 및 주변 개 사육장에서 유출되는 분뇨가 방초

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료 

채취 당일(2015년 3월 18일) 강수 패턴은 09시부터 13
시까지 1.0-1.5 mm/h의 강우강도를 보이다가 13시 이후

에 갑자기 증가하여 16시 경에 최대 4.0 mm/h의 강우강

도를 기록 하였다. 이후 강우강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이다가 21시 이후부터 강우 현상이 중단되

었다(Fig. 4). 강우강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강우강도가 가장 강한 16시, 강우강도가 중간 정도인 19
시, 강수 현상이 멈추고 10시간이 지난 익일 08시 경에 

시료채취를 실시하였다. 기상관측자료는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관측소 자료를 기상청 홈페이지로부터 입

수하여 사용하였다.

2.3. 안정동위원소 분석

강우시 하천의 질소 오염원을 평가하기 위하여 킬달 

증류법(Jensen, 1991; Feast and Dennis, 1996)에 의하

여 수용액(하천수, 강우 유출수) 상태로 존재하는 암모니

아성 질소(δ15NNH4) 및 질산성 질소(δ15NNO3) 안정동위

원소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시료는 0.45 μm 공극 크

기를 가진 GF/F 필터에 여과하였다. 여과된 시료 200 
mL는 250 mL 플라스크에서 MgO 200 mg과 섞은 후 

30분 동안 70°C에서 가열하였다. δ15NNH4 분석을 위하

여 증류액은 별도의 플라스크에 옮긴 후 0.01 N H2SO4 
10 mL를 가한 후 실온에서 식혔다. δ15NNO3 분석을 

위하여 증류액은 데바르다 합금(Devarda’s alloy) 200 
mg과 함께 다시 끓여 증류액을 수집하였다. 증류액의 

pH는 0.01 N NaOH를 가하여 3으로 조절하였다. 최종

적으로 동결건조 후에 흰색 분말을 회수하여 주석 캡슐

에 보관하였다. δ15NNH4 및 δ15NNO3 분석은 원소분석기

(Euro EA 3000-D, Italy)가 장착된 연속흐름 동위원소

비 질량 스펙트로 메터기(Isoprime; GV Instrument, 
UK)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

료는 3번 반복 분석하였다. δ15NNH4 및 δ15NNO3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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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osted livestock manure applied to the Farm 
land 1 of Fig. 2. 

Fig. 4. Rainfall intensity and accumulated precipitation with 
the time of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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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식 (1)에 의하여 계산되었다.

 ‰  


  ×                  (1)

여기서, Rsample 및 Rstandard는 각각 시료와 표준시료의 

15N/14N 질량비를 의미한다. 질소의 참조 표준시료

(reference standard)는 N2 가스를 사용하였다. δ15NNH4 
및 δ15NNO3 표준물질은 각각 IAEA-N-2(δ15NNH4 = 0.4 
± 0.1 ) 및 IAEA-NO-3(δ15NNO3 = 4.7 ± 0.3 )를 사

용하였다. 

2.4. 기타 이화학적 분석

하천 및 강우 유출수 중의 CODMn(ES 04315. 1b, 산
성과망간산칼륨법), NH4-N(ES04355. 1c, 자외선/가시

선 분광법), T-N(ES 04363. 4c, 연속흐름법), PO4-P(ES 
04360. 2c,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T-P(ES 04362. 2b, 
연속흐름법) 및 중금속(As, Cd, Pb, Cu, Zn, Mn)(ES 
04400. 3c,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은 수질

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57호)
에 따라 분석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강우강도에 따른 유기물, 질소, 인 거동 분석

강우강도에 따른 강우 유출수 및 방초천의 COD, 
NH4-N, T-N, PO4-P 및 T-P 농도 변화를 Fig. 5에 나타

내었다. 강우강도가 최고치(4 mm/h)로 증가하던 시간

(약 16시 경)에 A, B, C, D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유

기물, 질소 및 인 농도를 분석한 결과 유기물, 질소 및 인 

모두 A > B > C > D 지점 순으로 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

였다. A 지점에서 유기물, 질소 및 인 농도가 가장 높았

던 원인은 강우 시 A 지점 바로 옆 개 사육장(Fig. 2 참
조)의 분뇨가 빗물에 씻겨 밭고랑 사이로 나 있는 배수로

를 통해 유출된 것과 가축분뇨 퇴비 살포 밭(Fig. 2의 

Farm land 1)에서 다량의 유기물, 질소 및 인이 A 지점

으로 유출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A 지점에서의 COD, NH4-N, T-N, PO4-P 및 T-P 농도

는 각각 1174, 109, 255, 2.96 및 11.6 mg/L로 매우 높

아 방초천 하천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B 
지점에서 유기물, 질소 및 인 농도가 A 지점에 비해 낮아

진 원인은 A 지점의 물이 B 지점의 상류 배수로로부터 

유하 하는 물과 합류되어 희석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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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rainfall intensity on the concentrations of (a) COD, (b) NH4-N, (c) T-N, (d) PO4-P and (e) T-P in the 
sampling sites A, B, C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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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C 지점은 인근 밭(Fig. 2의 Farm land 1, 2)에 

인접한 배수로의 물이 방초천으로 유입되어 방초천과 합

류된 후 완전 혼합된 지점으로 A, B 지점에 비하여서는 

농도가 낮았지만 배수로 물이 합류되기 이전 지점인 상

류 D 지점에 비하여서는 농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C 지점에서 COD, NH4-N, T-N, PO4-P 및 T-P 
농도는 각각 281, 38.5, 170, 2.04 및 8.27 mg/L 였으며, 
D 지점은 각각 6.8, 4.1, 30.2, 0.18 및 0.62 mg/L로 C 
지점이 D 지점에 비하여 COD, NH4-N, T-N, PO4-P 및 

T-P 농도가 각각 41, 9, 6, 11 및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강우에 의한 가축분뇨의 표면유출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봄철 

강우시 가축분뇨의 농경지 살포에 의해 반응성 용존인

(Dissolved Reactive Phosphorus; DRP)의 농도가 2-5
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Grande et al., 2005), 강우시 

퇴적물 침적에 의해 맹그로브 늪지의 T-N과 T-P 농도가 

평상시의 약 9.1배와 3.4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Terada et al., 2017). 
한편, 지점별 질소 농도 변화추이를 자세히 관찰하여 

보면 가축분뇨의 영향을 덜 받는 지점일수록(A > B > C 
> D의 순서로 가축분뇨의 영향이 큰 지점임) 
T-N/NH4-N 비율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Fig. 6), 
T-N/NH4-N 값이 작을수록 총 질소 중 암모니아성 질소

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가축분뇨에 의한 

오염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D 지점에 비하여 

C 지점의 T-N/NH4-N 비율이 감소한 것은 C 지점에서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는 C 
지점이 가축분뇨와 같이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높은 

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음을 의미한다. 
강우강도가 절반(2 mm/h)으로 줄어든 19시 경에는 

강우강도가 최대치(4 mm/h)를 보이는 시점과 비교할 때 

D 지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유기물, 질소, 인 농도가 

줄어들고, B, C, D 지점간의 농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강우 현상이 완전히 멈춘 다

음날 08시 경에는 A 지점에서 표면 유출이 더 이상 일어

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C 지점의 유기물, 질소, 인 

농도가 상류 D 지점과 거의 같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강우강도가 강우 유출수 

뿐만 아니라 하천 수질 농도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강우강도가 2 

mm/h 이상에서 방초천 C 지점의 COD, T-N 및 T-P 농
도는 생활하수에서 관찰되는 수준 이상의 오염도가 관찰

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

비·액비 살포시기에 가축분뇨에 의한 주변 하천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 6. Total nitrogen (T-N) to ammonia nitrogen (NH4-N) 
ratio in the sampling sites A, B, C and D at the 
rainfall intensity of 4 mm/h. 

3.2. 강우강도에 따른 중금속 거동 분석

강우강도에 따른 중금속 농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 As, 
Cd, Pb은 강우 전후에 관계없이 모든 지점에서 불검출로 

나타나 강우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편, 가축분뇨 

및 가축분뇨 자원화물(퇴비, 액비)에 많이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Cu 및 Zn과 자연 하천에서 다른 중금속

에 비해 검출빈도와 농도가 일반적으로 높은 Mn은 강우

강도에 따라 유기물, 질소, 인과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Fig. 7). 강우현상이 진행되는 동안 개 

사육장과 가축분뇨 퇴비 살포 밭 인근 A 지점(Fig. 2 참
조)에서 Cu, Zn, Mn의 농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가축

분뇨 등으로부터 강우유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Rees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감자 재배시 가금류로

부터 발생한 가축분의 살포시기와 토양의 경사도 등에 

따라 강우시 강우 유출수에서 다량의 중금속 농도가 검

출되었음이 보고된 바 있다. 강우강도가 최고치(4 
mm/h)인 시간(약 16시 경)에는 C 지점이 D 지점에 비

하여 Cu, Zn, Mn의 농도가 각각 4, 5 및 11배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 위 세 가지 중금속의 경우 강우 유출에 의해 

하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강우강도가 절반(2 mm/h)으로 낮아진 19시 경에는 Zn, 
Mn은 C와 D 지점의 농도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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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c) Cu는 C 지점이 D 지점에 비해 약 3배 높은 농도가 

관찰되어 낮은 강우강도에서도 하천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7a). 중금속의 경우도 유

기물, 질소 및 인과 마찬가지로 강우 현상이 완전히 멈춘 

다음날 08시 경에는 C 지점과 D 지점의 Cu, Zn, Mn의 

농도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강우시에 비해 매

우 낮은 농도를 보여 강우에 의한 중금속 유출을 직접적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하천 기준(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서는 As, Cd 및 Pb을 제외한 중금속 기준은 없지

만 가축사육 밀집 지역 및 농촌 지역 등에서 강우시 Cu 
등에 의한 하천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3. 안정동위원소를 활용한 강우시 하천 오염원 해석

 본 연구에서는 강우 유출수 및 하천수에 함유된 암모

니아성 질소(δ15NNH4) 및 질산성 질소(δ15NNO3) 안정동

위원소비를 동시에 활용하여(dual isotope approach) 강
우시 하천 수질 오염원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 이

상의 안정동위원소비를 동시에 활용할 경우 단일 안정동

위원소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오염원 해석이 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Xue et al., 2009; Fenech et 
al., 2012; Gooddy et al., 2016). 본 연구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6가지 오염원별로 문헌에 보고된 

δ15NNH4 및 δ15NNO3 안정동위원소비 값을 적용하여 강

우시 방초천 오염원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강우강도가 

가장 강했던(4 mm/h) 시간(약 16시 경)에 각 지점별

(Fig. 2의 A, B, C, D 참조) δ15NNH4 및 δ15NNO3 안정동

위원소비 값을 분석한 결과 Table 3의 결과를 얻었다. 강
우 시 개사육장 및 밭(Fig. 2 참조)에 살포한 가축분 퇴비로

부터 유출된 A 지점의 강우 유출수의 δ15NNH4 및 δ15NNO3 
값이 가장 컸으며, 가축분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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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s of rainfall intensity on the concentrations of (a) copper (Cu), (b) zinc (Zn) and (c) manganese (Mn) in the 
sampling sites A, B, C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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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는 B, C, D 지점 순으로 질소 안정동위원소비 값

이 큰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δ15NNH4 값이 δ
15NNO3 값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

데, 이는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Degnan 
et al., 2016; Lee et al., 2016; McLaughlin et al., 
2017; Ryu et al., 2018). 오염원별 그리고 시료채취 지

점별 수질 시료의 δ15NNH4 및 δ15NNO3 안정동위원소비 

값을 중첩한 결과(Fig. 7) A 지점 시료의 δ15NNH4 값은 

기존 문헌에 보고된 가축분뇨(animal waste) δ15NNH4 값 

범위에 있어 가축분뇨 퇴비 혹은 개 사육장 분뇨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δ15NNO3 값은 다소 높은 값

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기존 문헌을 참고해 볼때 가축

분뇨 퇴비 및 개 사육장의 분뇨가 강우에 유출된 후 질산

화된 질산염이 탈질 과정을 거칠때 생화학적 반응에 의

해 무거운 질소(15N)에 비해 가벼운 질소(14N)가 먼저 사

용이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Kreitler and Browning, 
1983; Aravena et al., 2005). 강우 유출수가 하천에 합

류되는 C 지점의 δ15NNH4 및 δ15NNO3 안정동위원소비 

값은 A 지점에 비해 δ15NNH4 값은 약 9 , δ15NNO3 값은 

약 16 낮았으며, D 지점의 δ15NNH4 및 δ15NNO3 값에 

비해서는 각각 약 2 및 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시 C 지점이 가축분뇨 퇴비 및 개 사육장의 분뇨로

부터 유출된 유기물, 질소, 인 및 중금속의 영향을 직접적

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3.1절, 3.2절 

참조) C 지점의 안정동위원소비 값이 A 지점 값보다는 

D 지점 값과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C 지점의 질소 오염 

정도가 A 지점에 비해 C 지점의 상류인 D 지점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EPA에서 제공하는 안정동위원소 해석 혼합 모델

(IsoSource 1.3.1) 해석 결과에서도 C 지점의 질소 오염

에 기여하는 정도가 A 및 D 지점이 각각 18% 및 82%로 

나타났다. Fig. 7에 의하면 C 지점의 상류 지점인 D 지점

의 질소 기원은 배경토양(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오염이 

되지 않은 토양), 화학비료, 하수, 가축분뇨 내 질소 등이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D 지점의 δ15NNH4 
값이 배경토양이나 화학비료에 비해 그 값이 다소 큰 것

은 강우시 토양이나 토양에 살포된 화학비료로부터 유출

된 질소가 하천에 유입된 후 질산화 과정을 거쳤음을 의미

한다. Desimone and Howes(1996)에 의하면 질산화가 

Table 3. Stable isotope ratios at each sampling point

Sampling point
Stable isotope ratio ( )

δ15NNH4 δ15NNO3

A 27.50 24.50

B 23.80 10.10

C 18.60 8.90

D 16.80 5.30

Sources δ15NNH4 ( ) δ15NNO3 ( ) References

Rainwater -11.6 -0.3 -5.1 +3.8 Dillon and Chanton (2005)

Soil
Synthetic fertilizers applied to soil -0.1 +13.6 +3.0 +8.0

Black and Waring (1977)
Heaton (1986)
Spalding et al. (2001)
Ryu et al. (2018)

Animal waste applied to soil +19.0 +51.9 +10.0 +22.0 Kretiler (1979)
Ryu et al. (2018)

Sewage +8.1 +46.5 +6.0 +20.0

Kreitler et al. (1978)
Kreitler and Browning (1983)
Aravena et al. (2005)
McClelland and Valiela (1998)
Voss et al. (2000)
Fry et al. (2003)
Ryu et al. (2018)

SWTP effluent +10.6 +39.2 +7.2 +14.6 Desimone and Howes (1996)
Deutsch et al. (2009)

Table 2. Stable isotope ratios based on pollution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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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경우 δ15NNH4 값은 증가한다. D 지점의 δ15NNO3 
값이 하수, 하수처리장 방류수 혹은 가축분뇨보다 그 값

이 작은 것은 하천에 유입된 질소가 질산염으로 전환된 

후 탈질과정을 거치기 전 상태로 존재함을 의미하기 때

문에 위 오염원이 유입된 후 시간이 오래 경과되지 않았

음을 의미한다. 또한 D 지점의 δ15NNO3 값이 C 지점 값

보다 작은 이유는 D 지점의 질산성 질소가 하류 C 지점

으로 유입되기 전보다 산화된 상태로 있음을 의미한다

(Kreitler and Browning, 1983; Aravena et al., 2005). 
실제로 C, D 지점의 NO3-N 농도는 각각 0 및 9 mg/L로 

C 지점에 비해 D 지점의 NO3-N 농도가 더 높았다. C 지
점에서 NO3-N 농도가 급격히 낮아진 원인은 가축분뇨

로부터 유입된 높은 유기물 농도(COD 농도가 약 281 
mg/L)에 의한 탈질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유기물, 질소, 인 및 중금속과 같은 이화학적 분석과 δ
15NNH4 및 δ15NNO3 안정동위원소비 값을 동시에 활용하

여 강우시 가축분뇨 등이 유입된 방초천의 하천 오염을 

해석한 결과 이화학적 분석에 의해 가축분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안정동위원소 분석

을 통해 오염원 기여율, 하천 유입 전후의 생화학적 질소 

거동 등의 평가를 하는 등 보다 정밀한 하천 오염 

Fig. 8. Dual δ15NNH4 and δ15NNO3 in runoff waters (sampling 
sites A and B) and river waters (sampling sites C and 
D). Box area shows the range of the δ15NNH4 and δ
15NNO3 values from Table 2.

해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지역 오염원에 

대한 정밀 조사, 각 오염원 별 안정동위원소 라이브러리 

구축, 생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오염원별로 정해진 안정

동위원소비 값의 변화(isotopic fractionation)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하천 오염원 해석에 안정동위

원소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가축밀집 사육 지역인 청미천 상류 유역의 

방초천을 대상으로 강우시 강우 유출수, 하천수의 이화

학적 특성(유기물, 질소, 인, 중금속)과 질소 안정동위원

소비(δ15NNH4, δ15NNO3)를 동시에 활용하여 가축분뇨에 

의한 하천 오염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강우시 가축분뇨 퇴비가 살포된 밭과 축사(개 사육

장)가 인근에 위치한 방초천 수질을 분석한 결과 강우강

도가 최대(4 mm/h) 일 때 강우유출수가 하천과 합류된 

이후 지점의 COD, NH4-N, T-N, PO4-P 및 T-P의 농도

(각각 281, 38.5, 170, 2.04, 8.27 mg/L)는 합류되기 이

전 상류 지점(각각 6.8, 4.1, 30.2, 0.18, 0.62 mg/L)에 

비해 각각 41, 9, 6, 11 및 1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축분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다.
2. 강우시 As, Cd, Pb은 강우유출수 및 하천에서 강우

강도와 관계없이 불검출로 나타난 반면, 가축분뇨 등에 

일반적으로 높은 농도로 함유되었다고 알려진 Cu, Zn, 
Mn은 강우강도가 최대(4 mm/h) 일 때 강우유출수 등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그 지점의 상류 지점에 비해 약 4, 5 
및 11배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강우에 의한 중금속 

하천 유입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암모니아성 질소(δ15NNH4) 및 질산성 질소(δ15NNO3) 

안정동위원소비를 동시에 활용하여 오염원 해석을 한 결

과 가축분뇨 퇴비 살포 밭 및 축사 인근 강우유출수(A 지
점)는 가축분뇨에 기인함을 확인 하였으며, 강우유출수가 

하천에 유입된 지점(C 지점)에서의 δ15NNH4 및 δ15NNO3 
값은 강우유출수(A 지점) 값보다는 가볍고, 상류 D 지점

보다는 무거운 값을 나타내어 C 지점이 가축분뇨에 의해 

오염된 강우유출수(A 지점)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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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우유출수가 하천에 유입된 지점(C 지점)의 질소 

오염에 영향을 주는 강우유출수(A 지점)와 방초천 C 지
점 상류(D 지점)의 기여율을 분석한 결과 A 및 D 지점이 

각각 18% 및 82%로 나타나 C 지점의 상류인 D 지점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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