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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ble Isotope Analysis in R (SIAR)’ is useful in estimating the contribution of non-point pollution
source to water pollution in intensive land-use areas with divergent pollution sources. However, the accuracy
of the SIAR model has not been validated. In this study, the accuracy of the SIAR model was validated using
simulation data set,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SIAR model was tested using literature data set. For source
appointment of water pollution using SIAR, chemical variables including stable carbon (δ13C) and nitrogen
(δ15N) isotope ratios as well as stoichiometry of C, N, and phosphorus (P) such as C/N, N/P, and C/P were
used as end-members,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values of water chemistry variables for each potential
2
source. In the simulation study, it was found that at least (n-1) end-members are required for accurate (r >0.90
for regression between given and estimated contribution of pollution sources) estimation of pollution source
when the number of sources is n. However, it was also suggested that using correct tracer that represents the
source characteristics is critical for the accurate estimation of pollution source.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use end-members > (n-1) for more accurate estimation of pollution sources. In the study of SIAR model
application to a case study with 5 sources and 2 or 3 end-members (C/N, C/P, and δ13C for total C; C/N, N/P,
15
and δ N for total N; and C/P and N/P for total N), it was possible to appoint source contribution for total C,
N, and P in water. However, the accuracy of the estimation is expected to be low due to less number of
end-member used in SIAR than the recommendation (i.e., n-1). Therefore, it is highly necessary to develop
end-members to represent the sources of total C, N, and P for improvement of the accuracy of source
appointment using SI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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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plot

(b) Histogram

(c) Matrix plot

(d) Box plot

Diagrams of model output of SIAR: (a) bi-plot, (b) histogram, (c) matrix plot, and (d) box plot.

Introduction
기후변화에 수반되는 이상 기상 등에 의해 토지가 집약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오염원에 기인
한 수질 오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Jeon, 2015; Kang and Lee, 2019). 특히, 농경지, 축산, 산림, 주거가 복합
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촌지역은 오염원이 다양하고 오염물질의 유출 경로가 복잡하여 수질 오염 관리가 더욱 어렵
다 (Sun et al., 2012; Jeon, 2015; Nam et al., 2019). 따라서, 농촌지역과 같은 복합토지이용 유역의 수질 관리를 위해
서는 수질 오염원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데, 특히 각 오염원 별 특성을 반영하는 추적자 (Tracer)를
활용하여 수질 오염원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Murphy and Morris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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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추적자 중 안정성동위원소를 활용하는 연구가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질소 (N) 동
위원소비 (15N/14N, δ15N)를 이용하여 다양한 토지이용형태별로 지표수와 지하수의 오염원을 추정한 바 있다 (Yoo
15

et al., 1999; Hong et al., 2001; Lee et al., 2003; Choi et al., 2007, 2011). 하지만, δ N 만을 오염 추적자로 활용할 경
15

우에 오염원 별 δ N 값이 중첩하는 문제와 세 가지 이상의 오염원 구명은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농촌지역과 같은 복
합토지이용 유역의 오염원을 구명하는데 적용하기 어렵다 (Choi et al., 2017).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농촌지역과
15

13

12

13

같은 복합토지이용 유역의 수질 오염원 규명을 위해서는 δ N 과 탄소 동위원소비 ( C/ C, δ C), 그리고 탄소와
질소를 포함한 다종의 원소 함량 등 다양한 수질 화학 지표를 추적자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Jeon, 2015). 수질 오염 원
인자로 작용하는 다양한 오염원들은 물질의 구성 및 생성, 순환 과정의 차이에 의해 동위원소 및 원소 함량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원과 수질 시료의 동위원소 및 원소 함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복합토지이용 유역의 수질 오염원
추적에 활용할 수 있다 (Choi et al., 2017; Park et al., 2020; Park et al., 2021). Jeon (2015)은 농촌지역 유역의 오염원
별 동위원소비 및 원소 함량비를 Tree model 에 적용하여 하천수의 오염원 별 기여도를 평가한 바 있다. 오염원 분류
를 위한 Tree model 에서는 여러 오염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화학 추적자를 분석하여, 추적자별 분포 범위가 유사한
오염원을 순차적으로 두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추적자 평균값을 두 가지 집단을 구분하는 end-member
(각 오염원 또는 오염원 집단별 추적자의 대표 값)로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오염원 집단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최종적
으로 다양한 개별 오염원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Spruill et al., 2002). 하지만, Tree model 은 두 집단 간의 상대적 오염
기여도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때문에, 동일 집단내에 포함된 오염원 별 기여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통계적 신
뢰도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Spruill et al., 2002).
이에 반해, 동위원소 혼합 모델 (Isotope mixing model)을 이용하여 다중 오염원의 기여도를 동시에 평가 가능한 R
기반의 SIAR (Stable Isotope Analysis in R) 모델은 산출된 잠재 요인의 기여도에 대한 통계적 신뢰구간 확보가 가능
하여 오염원 평가 결과의 신뢰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Parnell et al., 2013; Wang et al., 2019). SIAR 모델은 애초 동위
원소를 이용하여 먹이 그물의 역학을 구명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 복합토지이용 유역의 지하
수나 지표수의 질소오염원을 구명하거나 (Xue et al., 2012; Matiatos, 2016; Yu et al., 2020; Yuan et al., 2020) 유역
의 유기물 오염원을 구명하는 연구 (Lu et al., 2016) 등에 활용된 바가 있어 비점오염원 구명 연구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SIAR 모델은 동위원소비뿐만 아니라 원소 함량비를 함께 입력 변수로 활용하면 잠재적 오염원
의 기여도를 보다 더 정확하게 정량화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Parnell, 2008), 비점오염원의 원소 함량비도
추적자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Lu et al. (2016)은 유역의 유기물 오염원을 구명하기 위해 C/N 을 이용하였으며,
Garzon-Garcia et al. (2017)은 저수지 침전물의 오염원 구명을 위해 탄소 및 질소 함량 (총탄소와 총유기탄소, 총질소
함량)등을 추적자로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SIAR 모델은 비점오염원의 동위원소비와 원소 함량비를 이용하여 오염원을 추적하고 기여도를 평가하
는데 활용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서는 SIAR 모형의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여 복합토지이용 유역의 오
염원을 추적하였고, SIAR 모형의 정확도가 이론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 따라서, 비점오염원 기여도 평가 연구에서
SIAR 모형의 활용도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SIAR 모형의 정확도에 대한 이론적 검정이 필요한다. 본
연구는 복합토지이용 유역의 비점오염원 기여도 평가를 위한 SIAR 모형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적합한 SIAR 모형 구
동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농촌유역에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여 SIAR 모형을 구동함으로써 복합토
지이용 유역의 비점오염원 기여도 평가를 위한 SIAR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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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SIAR 모형 SIAR 모형은 2008 년 Bayesian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생태환경 연구 분야에서 물질 Sink (예, 수질)
에 대한 Source (오염원)의 잠재적인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Parnell, 2008). 모델을 통해 정량화된 잠재
요인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arnell et al., 2010).
    
            
  ～      
 ～     
 ～     

여기서, Xij 는 Sink i (=1, 2, 3, ···, I)의 j (=1, 2, 3, ···, J) 동위원소비 또는 원소 함량비이다.   와  는 각각 Source
k (=1, 2, 3, ···, K)의 j 동위원소비 또는 원소 함량비와 동위원소 분할 (fractionation) 지수이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각
각 평균  와 표준편차   , 평균  와 표준편차  의 정규분포를 따른다.   는 SIAR 모형에서 추정하는 오염원
k 의 기여도이다.  는 오차이며, 이는 평균 0 과 표준편차  정규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SIAR 모델링을 위해 입력
되는 변수는 총 3 종류인데, 첫째, 조사 유역의 수질 시료 (Sink)에 대한 동위원소비 또는 원소 함량비와 같은 추적자
의 평균, 둘째, 오염원 추적자의 end-member 의 평균과 표준편차, 셋째, 동위원소분할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구성된다. 이 때, 동위원소분할 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분할 지수를 “0”으로 기입하여도 모형은 구동할 수 있다
(Parnell, 2008).
Table 1. List of R command for SIAR modeling.
†

Contents

Command in R

Install SIAR

Install.package (“siar”)

Start SIAR package

library (siar)

Specify folder path

setwd (“folder path”)

Input mixture data

sink ← read.table (‘file’s name.txt’,header=TRUE)

Input source data

source ← read.table (‘file’s name.txt’,header=TRUE)

Input fractionation factor data fractionation ← read.table (‘file’s name.txt’,header=TRUE)
Running SIAR model

model ← siarmcmcdirichletv4 (mixture, source, fractionation, concdep=0,500000, 50000)

Plotting biplot

siarplotdata (model)

Plotting histogram

siarhistograms (model)

Plotting matrix plot

siarmatrixplot (model)

Plotting boxplot

siarproportionbygroupplot (model)

Quantifying results

sink (“result.txt”)
out ← model$output
out
sink ()

†

The italicized words (sink, source, fractionation, model, and result) are arbitrarily specified, and thus subject t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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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R 모델의 기반인 R 프로그램은 무료 공용프로그램으로 http://www.r-project.org/에서 설치 가능하다. R 프로
그램은 스크립트를 통해 명령문을 이용하여 모델을 구동하거나 결과를 도식화 하기 때문에 명령문에 대한 학습이 필
요하며, 학습을 위한 자료는 프로그램 설치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R 프로그램에서 SIAR 패키지 설치 및 데이터 입력, 모델 구동 등에 필요한 명령어는 Table 1 에 정리하였다. SIAR
패키지 외에도 엑셀 패키지를 설치하여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SIAR 패키지의 입력 값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Nam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엑셀 파일을 텍스트 형식의 파일로 변환하여 SIAR 패키지에 입력하였다. R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SIAR 모형의 분석결과를 행렬도 (bi-plot), 히스토그램, 산점도 (matrix plot), 상자그림 (box plot)으
로 도식화할 수 있으며 (Fig. 1), 수치화하여 텍스트 형식의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다. 저장한 텍스트 형식의 파일은 파
일 형식을 변환하여 엑셀로 데이터를 추출 및 가공할 수 있다.

(a) Bi-plot

(b) Histogram

(c) Matrix plot

(d) Box plot

Fig. 1. Examples of diagrams of model output of SIAR: (a) bi-plot, (b) histogram, (c) matrix plot, and (d) box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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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데이터를 이용한 SIAR 모형의 정확도 검증 모형의 정확도 평가를 위해서 논, 밭, 과수원, 생활하수, 산림
등 5 개의 가상의 오염원을 설정하고 δ13C, δ15N, C/N, N/P, Na/Ca 를 추적자로 사용하였다 (Table 2a). 오염원과 추
적자의 종류는 SIAR 모형의 실제 유역 적용에 활용된 Jeon (2015)의 자료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Jeon (2015)에 의
13

15

하면 논-밭-과수원-산림은 탄소와 질소의 공급원과 각각의 투입량과 손실량 차이에 의해 δ C, δ N, C/N, 그리고
N/P 가 상이 하였으며, 생활하수는 특이적으로 Na/Ca 이 높았다. SIAR 모형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검증하였는데, 시
나리오 1 에서는 모형에 활용되는 추적자 end-member 의 종류와 개수에 따른 정확도를 검증하였으며, 시나리오 2 에
서는 시나리오 1 의 결과를 확장하여 오염원 개수가 상이한 조건에서 각 오염원 별 기여도가 달라졌을 때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2

Table 2. Simulation conditions of SIAR model: (a) mean values and standard deviation (μ±σ ) of end-members of five
tracers for each source, (b) μ±σ2 of tracers for three sink (water samples) of scenario 1, and (c) μ±σ2 of tracers for three
sink (water samples) of scenario 2.
(a) End-member of tracers of five sources
Source
Paddy
Upland
Orchard
Residence
Forest

δ13C (‰)
-27.70 (0.21)
-25.17 (0.50)
-23.83 (0.52)
-26.07 (0.12)
-28.27 (0.15)

δ15N (‰)
4.80 (0.06)
9.43 (0.27)
10.37 (0.15)
6.30 (0.12)
-2.40 (0.21)

End-members of tracers
C/N
13.63 (0.09)
13.47 (0.23)
12.13 (0.15)
0.80 (0.06)
1.80 (0.17)

N/P
2.27 (0.12)
1.13 (0.12)
1.47 (0.23)
6.93 (0.15)
49.60 (0.42)

Na/Ca
0.12 (0.00)
0.12 (0.00)
0.09 (0.00)
3.21 (0.00)
1.84 (0.00)

δ13C (‰)
-26.17 (0.05)
-26.22 (0.03)
-26.66 (0.06)

δ15N (‰)
5.97 (0.18)
6.13 (0.05)
3.85 (0.17)

End-members of tracers
C/N
6.28 (0.28)
11.05 (0.16)
7.87 (0.09)

N/P
9.76 (0.74)
9.62 (0.43)
21.93 (0.78)

Na/Ca
1.69 (0.07)
0.46 (0.03)
0.97 (0.01)

N/P
1.46 (0.01)
1.51 (0.01)
1.61 (0.00)
1.32 (0.00)
1.48 (0.00)
5.67 (0.10)
3.11 (0.01)
3.77 (0.08)
3.88 (0.03)
2.98 (0.11)
39.05 (0.59)
24.76 (0.54)
17.10 (0.30)
17.49 (0.25)
15.59 (0.41)

Na/Ca
0.09 (0.00)
0.10 (0.00)
0.11 (0.00)
0.11 (0.00)
0.09 (0.00)
2.49 (0.05)
1.08 (0.01)
1.38 (0.04)
1.47 (0.02)
0.90 (0.06)
1.63 (0.04)
2.14 (0.03)
1.54 (0.03)
1.55 (0.02)
0.76 (0.01)

(b) Scenario 1
Sink
1
2
3
(c) Scenario 2

End-members of tracers
δ15N (‰)
C/N
δ13C (‰)
1
-24.14 (0.01)
10.05 (0.04)
12.35 (0.01)
2
-24.90 (0.05)
9.12 (0.08)
12.79 (0.01)
3
-25.44 (0.04)
8.35 (0.04)
13.01 (0.03)
4
-24.55 (0.01)
9.82 (0.02)
12.81 (0.00)
5
-23.92 (0.02)
10.26 (0.02)
12.18 (0.01)
6
-25.80 (0.03)
6.97 (0.06)
3.57 (0.21)
7
-25.11 (0.01)
8.58 (0.02)
9.06 (0.04)
8
-25.22 (0.02)
8.10 (0.04)
7.70 (0.19)
9
-25.31 (0.03)
8.02 (0.05)
7.47 (0.09)
10
-25.65 (0.05)
7.76 (0.09)
9.90 (0.22)
11
-27.71 (0.03)
-0.15 (0.13)
3.63 (0.19)
12
-26.96 (0.06)
2.77 (0.16)
3.11 (0.09)
13
-26.09 (0.02)
5.06 (0.07)
5.90 (0.13)
14
-25.86 (0.03)
5.16 (0.06)
2.84 (0.10)
15
-26.20 (0.03)
3.18 (0.06)
1.93 (0.07)
Values are the means with standard deviation in parentheses.
Details of scenarios 1 and 2 are described in the text.
S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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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에서는 오염원을 5 개로 고정하고 각 오염원의 기여도가 상이한 3 개의 유역 (Sink 1–3) (Table 2b)을
대상으로 추적자 end-member 의 종류와 수를 2‒5 개로 달리하여 모두 8 개의 end-member 경우의 수 조합으로 구성
13

15

하였는데, 조합에는 2 가지 동위원소비 (δ C 와 δ N)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C/N, N/P, Na/Ca 를 계승적
13

15

13

15

(factorial)으로 포함시켰다. 사용한 end-member 조합은 end-member 2 개 (δ C-δ N), 3 개 (δ C-δ N-C/N, δ
13

C-δ15N-N/P, δ13C-δ15N-Na/Ca), 4 개 (δ13C-δ15N-C/N-N/P, δ13C-δ15N-C/N-Na/Ca, δ13C-δ15N-N/P-Na/Ca),
13

15

5 개 (δ C-δ N-C/N-N/P-Na/Ca)였다. 시나리오 2 에서는 추적자 end-member 를 5 개로 고정하고, 오염원의 종류
가 각각 3, 4, 5 개인 3 개 유역에서 각 오염원의 오염 기여도가 5 가지로 변하는 15 개의 세부시나리오 조건 (Table 2c)
으로 모형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SIAR 에서 요구하는 추적자 end-member 개수는 (n‒1) 개이지만
(Parnell, 2008), 시나리오 2 에서는 추적자 end-member 의 종류와 개수의 영향이 배제된 조건에서 개별 오염원의 기
여도가 달라질 때 SIAR 모형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오염원 (Source)과 각 수질 시료 (Sink)의 end-member 를 SIAR 모형에 입력하여 각 오염원의 기여도를 산출하였
으며, end-member 에 대한 분할 지수는 0 으로 하여 분할 작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SIAR 모형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가상 시나리오에서 설정한 각 오염원의 기여도 값 (설정치)과 SIAR 모델을 통해 산출된 오염원의 기여도 값 (예측치)
을 회귀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결정 계수 (r2)가 0.90 이상일 때 모형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유역 분석 자료를 이용한 SIAR 모델의 적용성 검토 이상과 같은 시나리오에서는 각 오염원 별로 수질 시
료의 특정 오염물질 (예를 들면, 총탄소, 총질소, 총인)에 대한 기여도 보다는 잠재적 전체 오염원의 오염 기여도를 평
가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잠재적 오염원 기여도 보다는 특정 오염원에 대한 각 오염원 기
여도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농-축산-주거-산림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전남 장성군 풍영정천 유역에서 수행된
Jeon (2015)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복합토지이용 유역 수질의 총탄소, 총질소, 총인에 대한 오염원 별 기여도 평가
에서 SIAR 모델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이 유역에는 5 가지의 오염원 (논, 밭, 과수원, 생활하수, 산림)이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Jeon (2015)의 결과 중 SIAR 모형 분석을 위해 필요한 유역의 수질 시료 및 오염원의 end-member 데
Table 3. Data extracted from Jeon (2015) for application of SIAR model: (a) end-members of tracers for sources and (b)
end-members of tracers in sinks.
Source-Sink
C/N
N/P
C/P
δ13C (‰)
δ15N (‰)
(a) Source
Paddy
10.2 (1.4)
6.9 (2.7)
69.9 (1.1)
-26.9 (0.8)
1.8 (0.7)
Upland
2.4 (1.0)
7.6 (16.7)
18.1 (1.7)
-24.3 (1.5)
1.9 (0.9)
Orchard
10.1 (7.5)
1.5 (18.2)
14.8 (0.8)
-23.4 (1.0)
3.0 (1.6)
Residence
0.8 (0.1)
6.8 (0.4)
5.6 (1.6)
-26.3 (0.1)
6.5 (0.1)
Forest
1.6 (0.4)
40.3 (9.7)
62.5 (0.3)
-28.5 (0.5)
-2.5 (1.0)
†
(b) Sink
1
5.8 (2.7)
22.1 (4.3)
118.0 (42.9)
-22.4 (3.5)
11.0 (1.9)
2
2.1 (0.5)
34.2 (5.7)
65.1 (14.9)
-26.5 (0.8)
14.5 (2.0)
3
2.1 (0.6)
21.5 (8.0)
31.9 (7.3)
-26.9 (1.8)
10.3 (1.2)
Values are the means with standard deviation in parentheses.
†
The concentrations of total C of sinks 1, 2, and 3 were 11.9 (2.5), 6.7 (1.3), and 5.3 (1.6) mg C L-1, respectively; those of
-1
total N were 2.5 (0.6), 3.5 (0.5), and 3.1 (0.8) mg N L , respectively; those of total P were 0.12 (0.03), 0.11 (0.02), and 0.16
-1
(0.02) mg P L , respectively. Data set of sinks 1, 2, and 3 were used for SIAR model for the estimation of sources
contribution for C, N, and P,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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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는 Jeon (2015)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Table 3). Jeon (2015)은 이 유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탄소와 질소,
인 (P) 함량 및 탄소와 질소 동위원소비를 조사하였으며, 약 5 개월간 유역의 수질 시료를 정기적으로 채취하여 동일
한 항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eon (2015)의 연구결과 중 대표적인 수질오염물질 측정 항목인 탄소, 질소, 인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천 수질 시료에 대해 SIAR 모델을 적용하여 총탄소, 총질소, 총인에 대한 5 개 오염원의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13

15

(Table 3). 총탄소, 총질소, 총인 오염원 기여도 평가를 위해 원소 함량비 (C/N, N/P, C/P)와 동위원소비 (δ C, δ N)
를 추적자로 추출하여 각각의 end-member 를 사용하였으며, end-member 에 대한 분할 지수는 0 으로 가정하였다.
총탄소, 총질소, 총인 오염 기여도 평가에는 각 오염물질과 관련도가 높은 C/N-C/P-δ13C (총탄소), C/N-N/P-δ15N
(총질소)와 N/P-C/P (총인)를 추적자로 선정하여 각 추적자의 평균값을 end-member 로 사용하였다. Sink 1, 2, 3 수
-1

질 시료의 총탄소 농도는 각각 11.9±2.5, 6.7±1.3, 5.3±1.6 mg C L , 총질소 농도는 각각 2.5±0.6, 3.5±0.5, 3.1±0.8
mg N L-1, 총인 농도는 각각 0.12±0.03, 0.11±0.02, 0.16±0.02 mg P L-1 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시나리오 1: 추적자 종류와 개수에 따른 SIAR 모형의 정확도 시나리오 1 에서 오염원을 5 개로 고정하고 각
오염원의 기여도가 상이한 3 개의 유역 (Sink 1–3) (Table 2b)을 대상으로 추적자의 종류와 수를 2‒5 개로 달리하여
SIAR 모형의 정확도를 검토한 결과, end-member 개수가 2 개일 경우 (Combination A), 설정치와 예측치의 차이가
Table 4. Contribution of sources to sinks estimated by SIAR model under the Scenario 1 with fixed contribution of
sources and varying combinations of tracers.
†

Estimated contribution (%) estimated by using different combinations (A‒H) of tracers
A
B
C
D
E
F
G
H
(a) Sink 1
Paddy
17
20 (+3)
13 (-4)
23 (+6)
14 (-3)
16 (-1)
12 (-5)
17 (0)
14 (-3)
Upland
12
20 (+8)
17 (+5)
18 (+6)
16 (+4) 15 (+3)
17 (+5)
15 (+3) 17 (+5)
Orchard
15
20 (+5)
17 (+2)
20 (+5)
15 (0)
14 (0)
15 (0)
14 (0)
13 (-2)
Residence
44
22 (-22)
37 (-7)
24 (-20)
40 (-4)
41 (-3)
41 (-3)
41 (-4) 43 (-1)
Forest
12
17 (+5)
16 (+4)
15 (+3)
15 (+3) 13 (+1)
15 (+3)
13 (+1) 13 (+1)
(b) Sink 2
Paddy
33
24 (-9)
35 (+2)
24 (-9)
34 (+1)
33 (0)
33 (0)
32 (-1) 34 (+1)
Upland
25
21 (-4)
24 (-1)
22 (-3)
22 (-3)
24 (-2)
27 (+2)
26 (0)
23 (-2)
Orchard
23
18 (-5)
21 (-3)
17 (-6)
24 (+1)
23 (0)
21 (-2)
23 (0) 25 (+2)
Residence
2
24 (+22)
7 (+5)
23 (+21)
4 (+2)
5 (+3)
3 (+1)
3 (+1)
3 (+1)
Forest
16
14 (-2)
14 (-3)
14 (-2)
15 (-1)
16 (-1)
15 (-1)
16 (0)
16 (0)
(c) Sink 3
Paddy
13
16 (+3)
20 (+7)
11 (-2)
21 (+8) 15 (+2) 23 (+10)
13 (0) 16 (+3)
Upland
28
15 (-13)
20 (-8)
17 (-11)
12 (-16) 23 (-5)
8 (-20)
24 (-4) 21 (-7)
Orchard
13
13 (0)
14 (+1)
15 (+2)
22 (+9) 16 (+3) 24 (+11) 16 (+3) 16 (+3)
Residence
4
21 (+17) 10 (+6) 18 (+14)
7 (+3)
5 (+1)
8 (+4)
5 (+1)
6 (+2)
Forest
42
35 (-7)
36 (-6)
39 (-3)
38 (-4)
41 (-1)
37 (-5)
42 (0)
40 (-2)
Values in parentheses are the numerical difference between estimated and given contribution.
†
A, δ13C-δ15N; B, δ13C-δ15N-C/N; C, δ13C-δ15N-N/P; D, δ13C-δ15N-Na/Ca; E, δ13C-δ15N-C/N-N/P;
13
15
13
15
13
15
F, δ C-δ N-C/N-Na/Ca; G, δ C-δ N-N/P-Na/Ca; H, δ C-δ N-C/N-N/P-Na/Ca.
Source

Given
contrib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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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2%로 오염원 기여도 평가의 정확도가 낮았다 (Table 4). 이는 오염원 기여도 설정치와 예측치의 회귀 분석 결
과에서 r2 이 0.00 - 0.56 으로 낮은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Fig. 2a). 반면, 3 개의 end-member (Combination B-D)를
2

활용하면 오염원의 기여도의 정확도가 증가하였다. 비록 Combination C 의 경우, 설정치–예측치 회귀식의 r 이
2

0.65 (Sink 3)이하로 낮았지만, Combination B 와 D 에서는 대부분의 r 이 0.90 이상으로 높아 예측치의 정확도가 향
상되었다 (Fig. 2b-d). 또한, 4 개의 end-member (Combination E-G)를 사용하면 설정치–예측치 회귀식의 r2 이 일부
를 제외하고 0.92‒0.99 로 높았다 (Fig. 2e-g). 하지만, 3 개의 end-member 를 활용한 Combination D 와 4 개의

Fig. 2. Correlation between the given and SIAR-estimated contributions of sources to a sink under the Scenario 1 with
13
15
fixed contribution of sources and varying combinations of tracers (Table 2): (a) end-members δ C-δ N, (b) end13
15
13
15
13
15
members δ C-δ N-C/N, (c) end-members δ C-δ N-N/P, (d) end-members δ C-δ N-Na/Ca, (e) end-members δ13C-δ
15
N-C/N-N/P, (f) end-members δ13C-δ15N-C/N-Na/Ca, (g) end-members δ13C-δ15N-N/P-Na/Ca, and (h) end-members δ
13
15
C-δ N-C/N-N/P-Na/Ca. Data depicted in the figure are provided in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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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nd-member 를 활용한 Combination F 에서 Sink 3 에 대한 설정치–예측치 회귀식의 r 이 각각 0.55 와 0.34 로 낮
은 점은 SIAR 모형의 정확도가 end-member 개수에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오염원 개수가 n 개일 때
SIAR 모형 구동을 위해서 n-1 개의 end-member 가 필요하지만 (Parnell, 2008), 본 연구 결과는 end-member 의 개수
는 물론 해당 end-member 의 오염원 대표성 역시 중요함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시나리오 1 에서 Sink 3 의 경우 상
대적으로 산림의 기여도가 큰 데에 반해 (Table 4), Combination D 와 F 에는 산림유출수의 특성을 보여 줄 수 있는
N/P 가 end-member 로 포함되지 않았다 (Table 4). 일반적으로 인산질 비료가 시용 되지 않으면서, 대기로부터 질소
강하물이나 질소 고정과 같은 경로로 질소가 유입되는 산림은 농경지 등의 타 오염원에 비해서 N/P 가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Jeon et al., 2015; Shen et al., 2019; Choi et al., 2020).
2

한편, 5 개의 오염원에 대해 5 개의 end-member 를 활용한 Combination H 에서는 설정치–예측치 회귀식의 r 이
0.94‒0.98 로 매우 높았다 (Fig. 2h).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추적자의 오염원 대표성이 높을 경우에는 n 개
의 오염원에 대해 (n-1)개의 end-member 로 신뢰도 높은 오염원 기여도 평가가 가능하지만, 추적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경우에는 가급적 다수의 end-member 를 사용하면 오염원 평가의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Parnell,
2008).
시나리오 2: 오염원 개수가 상이한 조건에서 각 오염원의 기여도 변화에 따른 SIAR 모형의 정확도 시나리오
2 에서 오염원의 종류가 3‒5 개인 조건에서 추적자를 5 개로 고정하고, 오염원의 오염 기여도가 5 가지로 변하는 조건
에서 SIAR 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SIAR 의 오염원 평가 정확도는 오염원 개수와 end-member 개수의 조합은 물

Table 5. Contribution of sources to sinks estimated by SIAR model under the Scenario 2 with varying number of
sources (3‒5) and their contribution and fixed 5 tracers.
Source contribution type
Source

Type 1
Given

Estimated

Type 2
Given

Estimated

Type 3

Type 4

Type 5

Given

Estimated

Given

Estimated

Given

Estimated

31

31 (0)

2

4 (+2)

2

2 (+1)

(a) Sink with 3 sources (Sinks 1‒5)
Paddy

4

3 (-1)

17

18 (+1)

Upland

12

27 (+15)

30

27 (-3)

31

31 (0)

49

39 (-10)

1

9 (+7)

Orchard

84

70 (-14)

53

55 (+2)

38

38 (0)

50

58 (+8)

97

89 (-8)

9

7 (-2)

7

6 (-1)

24

24 (0)

(b) Sink with 4 sources (Sinks 6‒10)
Paddy

3

3 (0)

4

3 (-1)

Upland

9

9 (0)

31

37 (+5)

9

18 (+9)

16

22 (+6)

24

24 (0)

Orchard

11

11 (0)

33

28 (-5)

41

33 (-8)

33

27 (-5)

26

26 (0)

Residence

77

77 (0)

31

32 (+1)

41

42 (+1)

44

44 (0)

26

26 (0)

6

4 (-2)

3

6 (+3)

20

18 (-2)

(c) Sink with 5 sources (Sinks 11‒15)
Paddy

6

5 (-1)

6

4 (-2)

Upland

5

Orchard

5

6 (+1)

4

5 (+1)

5

12 (+7)

23

10 (-13)

21

21 (0)

5 (0)

6

6 (0)

30

24 (-5)

26

26 (0)

20

27 (+7)

Residence

6

6 (0)

41

41 (0)

30

30 (0)

24

30 (+6)

20

7 (-13)

Forest

77

77 (0)

44

44 (0)

29

29 (0)

24

29 (+5)

20

27 (+8)

Values in parentheses are the numerical difference between estimated and given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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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rrelation between the given and SIAR-estimated contributions of sources to a sink under the Scenario 2 with
varying number of sources (3‒5) and their contribution and fixed 5 tracers (Table 2): (a) sink with 3 sources, (b) sink with
4 sources, and (c) sink with 5 sources. Data depicted in the figure are provided in Table 4.

론, 오염원별 기여도 변화에 의해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예를 들면, 오염원이 각각 3 개와 4 개인
조건에서 오염원별 기여도 설정치가 각각 30%내외와 20% 내외로 유사한 경우 (각각 Type 3 과 5), SIAR 의 예측치
는 설정치와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하지만, 오염원이 5 개인 조건에서 오염원별 기여도 설정치가 유사한 Type 5 의 예
측치는 설정치와 -13 ~ +8 의 차이가 있었고 (Table 5), 설정치와 예측치 회귀분석의 r2 이 0.09 로 매우 낮았다 (Fig.
3). 또한, 오염원이 5 개인 조건에서 Type 4 의 r2 도 0.54 로 매우 낮았다. 한편, 오염원 보다 더 많은 end-members 를
2

활용한 조건에서 r 이 0.90 이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오염원 개수 보다 많은 수의 end-member 를 활용하면 오
염원의 기여도가 다양하게 변하더라도 SIAR 모형 예측 결과가 상대적으로 정확함을 보여준다 (Parnell, 2008). 따라
서, SIAR 을 활용한 오염원 기여도 평가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end-member 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유역을 대상으로 한 SIAR 적용 Jeon (2015)의 실측 자료를 활용하여 SIAR 모형을 적용한 결과에 의하면,
오염원 별 기여도는 총탄소의 경우 과수원 (22%) > 산림 (20%) > 논 (21%) > 밭 (19%) > 주거 (18%)의 순서였고, 총
질소는 산림 (37%)> 주거 (28%)> 밭 (21%)> 논=과수원 (7%), 총인은 산림 (23%)> 과수원=밭=주거 (20%)> 논
(17%)의 순서였다 (Fig. 4). 실제 오염원 별 기여도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오염원 평
가 결과의 정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체 오염원이 5 개였고, end-member 는 총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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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ribution of source to sink (water samples) with different water chemistry: (a) total C of sink 1, (b) total N of
sink 2, and (c) total P of sink 3. Details of water chemistry are provided in Table 3.

(C/N, C/P, δ13C)와 총질소 (C/N, N/P, δ15N)는 3 개, 총인 (N/P, C/P)은 2 개를 사용하여, SIAR 모형의 기본
end-member (n-1)인 4 개보다 적었기 때문에 오염원 기여도 평가의 정확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Parnell, 2008).
하지만, SIAR 의 사례 연구 적용을 통해 SIAR 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 결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앞의 시나리오별 SIAR 모형 결과에 의하면 총탄소, 총질소, 총인의 오염원 별 특징적 추적자와 해당
end-member 를 추가하면 오염원 별 기여도 평가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nclusions
SIAR 모형은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수질 오염원을 추적하기 위한 연구에 활용되어 왔지만, 복합토지이용 유역의
수질 오염원을 추적하기 위한 SIAR 모형의 정확성이 검증된 바 없어 산출된 오염원의 기여도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별로 SIAR 모형의 오염원 기여도 평가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n 개의 오염원
에 대한 정확한 오염 기여도 평가를 위해서는 최소 n-1 개의 end-member 가 필요하지만, end-member 로 사용된 추
적자가 오염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는 오염 기여도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
적자의 오염원 별 대표성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오염원 개수와 동일하거나 많은 end-member 를 사용하면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IAR 의 사례연구 적용 결과에 의하면, 총탄소, 총질소, 총인 오염에 대한 오
염원 별 기여도 결과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는 없었지만, SIAR 을 이용한 오염원 기여도 평가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
다. 향후 주요 오염물질 별 오염원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추적자와 해당 end-member 를 보완하면 보다
정확한 오염원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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