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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nitrogen (N) source tracing using N stable isotope on corn (Zea mays
L.) and leached water. Five nitrogen treatments were control (No nitrogen), 2 chemical N fertilizer (urea and
slow released nitrogen (SRN), 1 cattle nitrogen manure (CM), and 1 oil cake from rapeseed (Brassica napus L.)
after oil extraction. N rate was 200 kg N ha-1. The experiment was designed by a completely randomized block
design with four replications. Lysimeter was filled with 4 kg of soil and corn was planted. Plant samples were
collected at a growth stage of V6 and analyzed for total N and δ15N. Water samples were collected every week
and analyzed for nitrate-N and δ15N. In this study, total N content at a growth stage of V6 corn plant ranged
from 0.56% to 4.07%. N content was 0.56% for the control, 0.57% for the CM, 3.16% for the SRN, 3.19% for the
oil cake, and 4.07% for the urea treatment. δ15N value at a growth stage of V6 corn plant ranged from 0.098‰ to
-3.453‰. δ15N value in corn plant was -3.453‰ for the SRN treatment, -0.213‰ for the urea, 0.098‰ for the
control, 2.935‰ for the oil cake, and 5.563‰ for the CM. Nitrate-N concentration in leached water was the
lowest under control, followed by CM, SRM, oil cake, and nitrate-N concentration in leached was the highest
under urea treatment. These results suggest different N mineralization from diverse N sources. Averagedδ15N
isotope value in leached water changed from negative to positive. Averagedδ15N isotope under chemical N
fertilizers such as urea and SRN was -16‰ and -15.0‰, respectively at the 5th week. Averagedδ15N isotope
values for all N treatments changed during the experim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δ15N isotope technique
can be used for leached water samples to differentiate N sources. However,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larify
the exact timing of sampling based on different N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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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ched soil water analysis for δ15N at the 5th week and the 7th week after N treatment in 2016.
After N treatment
N treatment

5th week

7th week
δ15N
---------------------------------------------------- ‰ ---------------------------------------------------NA
NA+
-16.6 ± 0.38‡
0.1 ± 0.37
-15.0 ± 0.91
-7.2 ± 1.13
-13.2 ± 0.75
15.5 ± 1.9
-0.1
27.2

Control
Urea
SRN
Oil cake
CM
+
NA is not available.
‡
Standard Error (n=4), Number of observations of 15N value of CM at the 5th week and the 7th week is one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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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농업에서 작물 재배 시 사용하는 질소 원소는 다량원소로써 작물 생산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러한 질소는
토양내에서 무기화작용, 용탈 등 다양한 생물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인 이동 형태를 가지고 있다 (Pierzynski et al.,
1994; Van Cleemput, 1996). 질소는 무기화작용을 통하여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무기태 질소이온으로 변환되어 토양
내에 존재하고 이런 질소의 다양한 변화는 농업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작물의 뿌리에서 흡수되지 못한 무기태 질소이온은 토양수에 녹아 용탈되어 지하수 등으로 이동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오염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환경오염 측면에서 녹조, 지하수 오염 등의 발생원인은 물속에
존재하는 질소농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음용수 및 지하
수에 함유된 질산태 질소의 농도 수준과 음용시 안전성 여부와 비점오염원으로서 기여도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있다. 농업에서 사용하는 세가지 질소원은 화학질소비료, 가축분뇨, 그리고 유기물 등으로 크게 구분되어 진다.
대표적인 세가지 질소원 중 화학질소비료는 대기중에 존재하는 N2 가스를 Harber-Bosch 공정을 거쳐 제조하고 있으
며, 축산활동으로 생긴 가축분뇨는 축분, 돈분, 계분 등이 있으며 유기물은 작물 수확 후에 토양으로 환원된 작물체, 유
기질 퇴비 및 유박 등이 있다. 가축분뇨 중 돼지분뇨의 총질소 함량은 0.17% (Kang et al., 2011)로 보고되었고 돈분액
비인 경우 화학비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 사용 가능하다고도 하였다 (Jensen et al., 2000; Park et al., 2011). 이러한
세가지 질소원은 물리적으로는 판별이 매우 용이하나 세가지 질소원을 토양에 시비하여 토양미생물에 의해 질소 무기
화작용이 일어나 작물이 사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태질소와 질산태질소로 변화하게 되면 세가지 질소원을 화학적으로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무기태 질소는 토양수에 용해되어 작물에 흡수되거나 토양수의 이동 및 용탈등 다양한 경로
를 거쳐 지하수 등의 수계로 흘러 들어갈 경우 세가지 질소원을 구별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질산태질소의 존재
여부는 음용수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환경보호국 (EPA)의 음용수 안전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이 중 음용수의 질산태 질소 함유 농도를 10 mg L-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10). 영아의 경우 질산태질소의 농도가 10 mg L-1 이상이 되는 음용수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청색증 등 건
강에 이상을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토양에 시용된 질소비료가 토양미생물에 의해 무기화과정을 거쳐 식물뿌리에
서 모두 흡수된다면 작물 질소이용효율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겠지만 질소이용효율 (Kim et al., 2008a)은 40%이하
로 보고되고 있어 작물에 흡수되지 못한 나머지 질산태 질소는 용탈 (Han et al., 2008)되어 지하수 또는 지표수로 유입
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세가지 질소원은 물리적으로는 구별이 매우
용이 하지만 화학적으로 구조가 매우 비슷하여 일반적인 화학분석 방법으로는 질소원을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여
농업적인 측면에서의 수계의 오염 기여도를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미국 USGS의 지하수오염 등에 대한 연구에서도
축산단지내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가축분뇨의 이동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업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질소순환, 질소효율, 질산태 질소의 용탈 (Randall and Vetsch, 2008), 질
소 이동 경로 추적 등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확히 구명되지 않은 부분 중의 하나가 질
소원 추적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오염, 특히 수질오염의 원인중의 하나가 농업에서 사용하는 화학질
소비료와 가축분뇨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질 오염원으로서 화학질소비료, 가축분뇨, 폐수, 대기중의 질소 등
다양한 질소원이 오염원이 될 수가 있다 (EPA, 2010).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수질 오염 문제가 점점 더 심
각해지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수질 오염원에 대한 추적 연구와 수질 오염원으로 판명될 경우
오염원 사용 감축 등을 통해 수질오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호수나 하천에 유입되는 질소와 인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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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수년간 모니터링 한 후 기준치 이상일 경우 오염원 추적을 통하여 오염원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
EPA에서 하루 동안 최대치로 배출할 수 있는 질산태질소나 인산의 농도를 측정하여 규제 농도 이상일 경우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배출 원인과 감축을 하기 위해 정책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인 경우 2015년 이후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 퇴비의 재활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매년 3%의 가축분을 해양 폐기물투기 하였지만 더 이상은 해양투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가축분을 야적할 공간도 부족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외에도 한국의 경우 노지재배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를 활용한 재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하
우스 내 토양의 염류집적과 잦은 관수로 인한 양분의 용탈, 양분 용탈로 인한 수질 오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질소원 추적에 따른 질소오염원 추적 등은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반드시 정립되어야 한다. 질소원 오염 추적에 대
한 정량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은 질소 안정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것이다. 지
구 대기 중에 있는 존재하는 질소는 지구 대기의 78.08%를 차지하고 있고 두 개의 질소 안정동위원소인 14N과 15N으
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 대기의 78.08% 중 안정동위원소 비율은 14N이 99.634%, 15N이 0.37%를 차지하고 있다. 질소
안정동위원소는 유기농산물 판별 등에 대한 실용적인 연구 및 이론적인 연구 등에도 활용하고 있다. 질소 동위원소비
는 15N/14N로서 δ15N로 표시하며 Kim et al. (2008) 보고에 의하면 요소비료의 δ15N는 -1.45‰, 화학질소비료가 시
용되지 않은 토양의 δ15N는 4.67‰ 이다. Young et al. (2013)은 낙농업을 하는 두 농가의 지하수를 채취 후 분석한 결
과 δ15N-NO3 농도 범위는 +2.9‰에서부터 +49.4‰로 보고 하였으며 질소원은 축분에 의한 것이라 보고하였다. 일반
적인 화학질소비료에 의한 δ15N-NO3 농도 범위는 -4‰에서 +4‰ (Kendall et al., 2007) 그리고 -6‰부터 +6‰ (Xue
et al., 2009)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옥수수 재배 시 질소원 추적을 위해 다양한 질소원을 라이시미터 처리구에 시용 한 후 식
물체, 토양, 토양수의 질소흡수량과 용탈양등의 안전질소동위원소 분석을 통하여 질소원 이동 추적이 가능한지 여부
를 평가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시험 재료 2016년도 옥수수 재배시험에 적용된 공시토양의 토성은 식양토이었고 pH는 6.4, 유효인산 함량은 60
mg kg-1, 질산태질소 함량은 14 mg kg-1, 유기물함량은 15.0 g kg-1이었다 (Table 1). 본 재배시험 이용된 질소 비료는
요소비료, 완효성비료, 가축퇴비분과 유박을 사용하였다.
처리 및 방법 본 실험은 2016년 6월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하는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시
설하우스 내에 원통형 라이시미터 (지름 15 cm × 높이 60 cm)에 4 kg의 토양을 50 cm 깊이로 충진하였다. 토양 충진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used for the experiment.
Soil texture

Silty clay loam

pH

Organic
matter

(1:5)

g kg-1

6.4

15.0

NO3--N

Avail.
P2O5

--------------- mg·kg-1 --------------14.0

60

Exch. cation
+

K

Ca2+

Mg2+

------------ cmolc·kg-1 -----------0.45

4.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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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옥수수를 파종하였으며 옥수수 파종 후 5개의 질소원 (무비구, 화학질소비료 (요소 및 요소비료가 코팅된 완효성
비료), 유기물 (가축퇴비 및 유박)를 4반복으로 200 kg N ha-1 수준으로 질소시비처리 하였다. 원통형 라이시미터 하
단에는 다공형 도자기판을 부착하여 토양수가 용탈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었다. 토양수 채집은 옥수수 생육 중 1주
일 간격으로 실시하였고 관개수는 400 ml의 증류수로 관수하였으며 관개 1일후 토양에서 용탈된 용탈수를 채취하였
으며 채취날짜는 2016년 6월 28일, 7월 7일, 7월 12일, 7월 15일, 7월 2일, 7월 27일, 8월 3일, 8월 5일 동안 총 8회 채
취하였으며 라이시미터 크기 제한으로 인해 옥수수는 파종후 60일까지 V6까지만 재배하였다.
토양 및 식물체 분석 토양 및 식물체 분석은 토양화학분석법 (NIAST, 2000)의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에 준하
였다. 토양 pH는 토양과 증류수의 비율을 1:5로 하여 초자전극법으로 측정하였다. 토양 유기물은 Tyurin 법, 유효인
산은 Lancaster 법, 치환성 칼륨, 칼슘, 마그네슘은 1N-CH3OOONH4 (pH 7.0) 완충용액으로 침출하여 ICP-OES
(MX2, GBC, Australi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질산태 질소는 2M-KCl로 침출후 암모니아를 제거한 후 켈달 분해
장치 (B-316, Buchi, Switzerland)로 증류한 후 0.01 N 황산 표준용액으로 적정하여 계산하였다. 식물체의 총질소와
δ15N의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 질량분석기 (Stable Isotope Ration Mass Spectrometer System with Elemental Analyzer)
로 분석하였다. 토양수 시료는 질산태 질소 성분을 분석하였으며 질산태 질소를 함유한 경우 토양수의 δ15N 동위원
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Young et al., 2013). 옥수수 시료는 60°C 건조기에 건조 후 분쇄하여 식물체 총질소 및 δ15N
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통계프로그램 (v. 9.2)를 이용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옥수수의 총질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 함량 옥수수의 V6 생육시기에 조사한 각 처리구간의 옥수수 총질소
함량은 무비구인 경우 0.56%, 요소 4.07%, 완효성비료 3.16%, 유박 3.19%, 그리고 축분인 경우 0.57%로 나타나
(Table 2). 옥수수에 질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요소 처리구 , 완효성비료 처리구, 그리고 유박 처리구이었
다. 옥수수에 함유된 δ15N의 값은 무비구 0.098‰, 화학질소비료인 요소와 완효성비료는 각각 -0.213‰과 -3.453‰이
었고 유기질비료인 유박과 축분은 각각 +2.935 ‰과 +5.563‰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질소원으로 시비한
각각의 질소비료원은 옥수수에 의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옥수수에 흡수된 질소 비료원 중 화학질소비료원인
Table 2. Plant analysis for total N and δ15N at V6 growth stage of corn.
N treatment†
Control
Urea
SRN
Oil cake
CM
†

Total N

δ15N

-------- % -------

--------- ‰ -------

a‡

0.56

c

4.07

b

3.16

b

3.19

a

0.57

SRN is slow released nitrogen. CM is manure from cattle.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
Standard Error (n=4).
‡

0.098 ± 0.13§
-0.213 ± 0.36
-3.453 ± 0.13
2.935 ± 0.36
5.563 ±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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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itrate-N concentration (mg L-1) in soil water under control (No nitrogen), urea, slow released nitrogen (SRN), oil
cake, and cattle manure (CM) treatments.

요소와 완효성비료는 δ15N값이 음이었으며 유기질비료원인 유박과 축분은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Lim et al. (2010)
은 화학비료, 가축분뇨 및 퇴비의 질소 동위원소비를 조사하여 평균 δ15N 값은 화학비료가 -1.5 ± 0.5‰ (범위:
-3.9~+0.5‰), 가축분뇨가 +6.3 ± 0.4‰ (+5.3~+7.2‰), 가축분퇴비가 +16.0 ± 0.4‰ (+9.3~+20.9‰)로 보고하였다.
질산태질소 용탈 각 라이시미터에 질소원별로 5개의 질소비료를 처리 후 용탈수에 함유된 질산태질소 분석 결과
는 Fig. 1과 같다. 5개의 질소비료원은 용탈시기에 따라서 질산태질소 농도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Han et al. (2008)
은 요소비료 용탈실험을 통해서 용탈수에 의한 질산태질소의 수직적 이동을 보고하였고 본 실험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질소비료를 시비하지 않는 무비구인 경우 용탈수에 포함된 질산태질소의 농도가 매우 낮았으며 가장 높은 질
산태질소의 농도는 요소비료였고 다음으로 유박, 완효성비료, 축분퇴비 순이었다. 용탈 시기별로 질소원에 따라 농도차
이가 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면 화학질소비료는 토양과 즉시 반응하여 질산태질소로 바로 무기화
되는 경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완효성비료나 유박, 축분퇴비 등은 요소비료보다 무기화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무비구를 제외한 모든 질소 처리구에서 지하수 음용기준인 10 mg L-1 이상인 경향을 보여
이 실험결과로 미루어 보면 농업에서 사용하는 질소비료원이 용탈될 경우 수질오염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용탈수의 질소동위원소 함량 5개의 질소원별로 처리한 용탈수에 질산태질소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 추가적으
로 진행한 토양수의 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질소 비료 처리 후 5주째에 채취한 용탈수의 질
소 안정동위원소는 전체적으로 음의 값을 7주째에 채취한 용탈수의 질소 동위원소는 양의 값을 보였다. 화학질소비
료, 즉 요소와 완효성 질소 비료인 경우 5주째 질소 동위원소 값은 -16.6‰ 과 -15.0‰을 각각 나타내었다. 5개의 질소
원별로 처리한 용탈수의 질소 동위원소 함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요소비료 처리구인
경우 5주째에 채취한 용탈수의 질소 동위원소 함량은 -16.6‰ 이었고 7주째에 채취한 용탈수의 질소 동위원소 함량은
+0.1‰를 나타내어 주된 질소원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완효성비료의 경우 5주째에 채취한 용탈수의 질소 동위원
소 함량은 -15.6‰로 요소비료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7주째에 채취한 용탈수의 질소 동위원소 함량은 -7.2‰를
나타내어 완효성비료인 경우 요소비료보다 토양에서 훨씬 더 오래 잔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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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eached soil water analysis for δ15N at the 5th week and the 7th week after N treatment in 2016.
After N treatment
N treatment

th

7th week

5 week
δ15N

----------------------------------------------------- ‰ ----------------------------------------------------Control

NA+

NA
‡

Urea

-16.6 ± 0.38

0.1 ± 0.37

SRN

-15.0 ± 0.91

-7.2 ± 1.13

Oil cake

-13.2 ± 0.75

15.5 ± 1.9

CM
-0.1
27.2
+
NA is not available.
‡
Standard Error (n=4), Number of observations of 15N value of CM at the 5th week and the 7th week is one each.

5주째에 채취한 용탈수의 질소 동위원소 함량은 -13.2‰ 이지만 7주째에 채취한 용탈수의 질소 동위원소 함량은
+15.5‰를 나타내었다. 축분퇴비와 무비구인 경우 용탈이 발생되었으나 질산태질소의 농도도 낮아 질소 안정동위원
소 분석 결과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질소원 추적을 위해 라이시미터 처리구에 다양한 질소원을 시험 처리 후 옥수수와 토양수로 이동된 질소
원의 질소원 이동 추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질소원으로 시비한 각각의 질소비료원은 옥
수수에 의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옥수수에 흡수된 질소 비료원 중 화학질소비료원인 요소와 완효성비료는
δ15N값이 음이었으며 유기질비료원인 유박과 축분은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모든 처리구에서 질산태질소의 용탈이
일어났으며 무비구를 제외한 모든 질소 처리구에서 지하수 음용기준인 10 mg L-1 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 농업에서 사
용하는 질소비료원이 수질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요소와 완효성 질소 비료인 경우 5주째 질소
동위원소 값은 -16.6‰ 과 -15.0‰을 각각 나타내었다. 5개의 질소원별로 처리한 용탈수의 질소 동위원소 함량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요소비료 처리구인 경우 5주째에 채취한 용탈수의 질소동위원소 함량
은 -16.6‰ 이었고 7주째에 채취한 용탈수의 질소 동위원소 함량은 +0.1‰를 나타내어 요소비료의 용탈이 빠르게 진
행하고 이로 인해 주된 질소원이 토양 유기물로 바뀌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 조건에서 완효성비료의 경우 5주째
에 채취한 용탈수의 질소 동위원소 함량은 -15.6‰로 요소비료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7주째에 채취한 용탈수의
질소 동위원소 함량은 -7.2‰를 나타내어 완효성비료인 경우 요소비료보다 토양에서 훨씬 더 오래 잔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박인 경우 5주째에 채취한 용탈수의 질소 동위원소 함량은 -13.2‰ 이지만 7주째에 채취한 용
탈수의 질소 동위원소 함량은 + 15.5‰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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