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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기후변화는 화학물질의 환경 동태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인자의 변화와 유역의 특성이

수 농약 농도의 변이의 증감에 끼치는 향을 다매체 모형을 사용하여

평가하고자 하 다.남한을 지역 상으로 하는 KPOP-CC다매체 모

형에 RCP8.5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용하여 국내에서 사용되는 농약

수서생태계 건강에 향을 가능성이 있다고 단되는 4종의 농약

(Butachlor,Carbofuran,Chlorpyrifos,Endosulfan)물질에 해 과거 구

간(1956-2005)에서의 농도와 미래 구간(2006-2100)에서의 농도를 비교하

다.

4종 농약의 농경지 토양 농도는 부분의 국 유역에서 감소하 으

며,변화율은 최 -70%까지 나타났다.수 농도는 연평균의 경우 뚜렷

한 증가 혹은 감소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상 으로 농도가 높은 5

월부터 8월까지의 기하평균 농도 CMJJA는 감소하 다.그러나 일부 수체

구간에서는 CMJJA 농도가 40%까지 증가하 지만,과거 구간에서 상

으로 고농도인 지역 기후변화로 인해 농도의 증가율이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농약류 오염물질의 수체로의 유입에 가장 큰 향을 주는

이동 기작은 상류로부터 유입이 있는 수체구간의 경우는 이류,상류로부

터 유입이 없는 구간의 경우는 토사유출(carbofuran은 강우유출)이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약류 농도의 증가 는 감소에 가장 큰 향을 주는

수체로의 유입기작은 토사유출 이류인 것으로 나타났으나,이들의 증

가율이 반드시 농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기후변화로 인한

농약 물질의 고농도 변화를 평가하기 해 연간 3일 평균 농도 상

10% 값들의 기하평균을 AT10-3day로 정의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 다.

CMJJA 농도가 부분의 수체 구간에서 감소하는 반면,4종 농약의

AT10-3day는 많은 유역에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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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하여 수체에서 농약의 상 농도가 증가한 유역의 특

징은 수체 부피에 한 유역 내 농경지 면 이 넓으며,토사유출속도가

증가하여 농경지로부터의 비 오염 부하량이 증가하는 지역이다. 한,

상류로부터의 유입이 있는 본류 구간의 경우에는 이류에 의한 유입이 지

배 이므로 상류의 농경지 면 유출속도 변화가 하류의 농약 물질

농도 변화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유출속도의 변화가 크고 단 수체부피 당

상류까지 고려한 농경지 면 이 큰 지역에 해서 농약 사용에 한 규

제를 엄격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요어 :기후변화,다매체 동태 모형,농약,지표수

◆ 학 번 :2012-2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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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배경 목

기후변화에 한 정부간 의체(IntergovernmentalPanelonClimate

Change,IPCC)는 5차 보고서(2013)에서 20세기 후반 기후변화로 인해

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올라가거나 더운 날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며,

강우강도 강우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 다.기후변화

로 인한 온도,습도,강수패턴 등 기상인자의 변화는 유해화학물질의 환

경 동태 변화에 상당한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monet

al.,2009;Noyesetal.,2009).국내를 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기

후변화 시나리오 하에서 일부 유해 화학물질의 수 농도가 증가할 것으

로 측하 으며,그 농도는 강수량과 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Cai,2013;장리아,2013).유해 화학물질의 수 농도가 증가

하는 주요 원인은 강우유출(WaterRunoff) 토사유출(SoilRunoff)량

증가로 인해 토양으로부터 수체로 이동하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이러한 결과로부터,여러 유해화학물질 에서도 토양으로 직

살포되는 농약류 물질(AgriculturalPesticides)에 한 수 농도 증

가 수생태계 해성 증가를 상할 수 있다.

농약류 물질이 농경지에서 수체로 유입되는 과정은 표 인 비 오

염 과정으로,강우로 인한 유출 상과 매우 한 계를 가지고 있으

며 간헐 으로 일어난다(Ritter,2001).따라서 유출 상으로 인해 수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는 변이(variation)가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일부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에 한 해성 평가 결과,평균농도

가 같다고 하더라도 간헐 이고 불규칙 인 농도에 노출되는 경우가 일

정한 농도에 노출되는 경우보다 해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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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ertetal.,2002).따라서 해성 평가의 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농도에 노출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LC50 는 EC50과 같은 통

인 독성 평가기 외에도 고농도의 출 지속 기간에 심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Craneetal.,2002).특히 비 오염으로 인해 수체에서의

농도 변이의 크기가 큰 농약류 물질에 있어 간헐 노출은 더욱 요한

문제이다(Reinertetal.,2002;Ashaueretal.,2006;Holvoetetal.,

2007).

국내에서 다매체 모형을 이용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에 한 기후변

화의 향을 정량 으로 평가한 연구들이 있으나,이들 연구는 일부 특

정 지역만을 상으로 하여, 국의 공간 분포에 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이에 본 연구는 국내 유역을 상으로 농약류 물질의

수 농도 농도 변이의 증감을 악하려 한다.

기후변화와 농약 물질의 계에는 오염물질의 환경 동태 변화

이외에도 토지 이용,작물 종 변화 작물 성장,잡 병해충의 발생

등 다양한 요소가 변인으로 작용한다.농약류의 환경 농도에 배출량

에 의한 변화 정도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할

때,농약류의 사용량을 결정짓는 변인들의 변화를 측하는 것이

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 상된다(Neumannetal.,2002;Tesfamichael

andKaluarachchi.,2006).실제 기후변화와 농약에 한 연구 부분이

기후변화와 농작물 생산량과의 계에 한 것으로,농약의 살포 이후

환경 동태 변화에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Bloomfieldetal.,

2006).하지만 농약 살포량을 측하기 해서는 매우 많은 요인이 작용

하고,그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용

량의 변화를 배제하고 기상변화만으로 인한 변화를 측하고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약 사용량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바탕으로,가능성 있는 미래 기후 시나리오로부터 기상인자의 변화가 오

염물질의 거동 변화에 주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본 연구의 실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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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부터 미래 기후변화로 인해 수계 농도의 변화가 어느 정도 범 로

발생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으며,변화하는 강우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유역 특성과 지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나

타날 수 있는 기상 변화로 인해 수 오염물질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지역 배출량의 조 유역 리가 보다 강력히 요구되는 유역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유해화학물질의 농도 농

도 변이의 크기가 증가하여 수생태계 해성의 에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고,해당 유역에서 농도 변이 크기에 향을 주는 기상인자 유

역 환경인자를 밝 내려 한다.특히 토양으로 직 살포되고 토양으로부

터 하천으로 이동하는 농약류 물질(AgriculturalPesticides)의 이동 특성

을 고려하여 기상인자 유역환경특성과의 상 계를 정량 으로 평가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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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범 방법

1)연구의 범

기후변화로 인한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폭 분석을 해,본 연구에서

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다매체 동태 변화를 측하는 다매체 모형인

PersistentOrganic Pollutants underClimate Change Conditions in

Korea모형(KPOP-CC모형;이동수 외,2012)을 활용하 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로서 IPCC5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기 에 따

라 산출된 표 농도경로(RepresentativeConcentrationPathway,RCP)

시나리오를 사용하 다.분석을 해 사용한 RCP시나리오는 기상청이

국 기상청의 기후변화 측모델 HadGEM2-AO를 도입해 생산한

HadGEM3-RA이다.HadGEM3-RA는 기후변화를 반 하지 않은 기상자

료인 과거기후 모의자료(1956-2005)와 RCP8.5/4.5시나리오에 기 한 미

래기후 망자료(2006-2100)로 구성된다(성장 외.,2012).본 연구에서

는 과거기후 모의자료와 기후변화의 정도가 가장 큰 RCP8.5기상자료를

사용하여 145년(1950-2100)의 환경 오염물의 농도를 모의하 다.

연구 상 화학물질은 뷰타클로르(Butachlor),카보퓨란(Carbofuran),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엔도설 (Endosulfan)이며,그 선정 조건

은 다음과 같다.

1. 재 사용되고 있는 농약 물질

2.사용량이 많은 물질

3.수질 검출 빈도 검출 농도가 높은 물질

4.수생태계에 독성을 가지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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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 화학물질 butachlor와 carbofuran은 각각 벼에 사용되

는 농약성분별 농약 단 면 당 사용량이 가장 많은 제 제,살충제

이다(하헌 외,2012).chlorpyrifos는 과수(배,사과 등) 밭작물(담배,

배추,양 등)에 주로 사용되는 살충제이다.밭작물에 주로 사용되는

endosulfan은 2009년 스톡홀름 약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 새롭게 등재

되어 국제 인 규제가 시작된 NewPOPs물질로,일부 선진국에서는 생

산 사용이 면 지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외 품목에

해 생산 사용이 가능하여 최근까지 생산 출하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의 분석 상 물질로 선정하 다(한국작물

보호 회,2012).<그림1>로부터,4종의 농약류 물질은 기존 KPOP-CC

모형에서 다루었던 기존 화학물질들(PAHs,VOCs,PCDDs/DFs)과 비교

했을 때 분자 PAHs나 VOCs와 비슷한 용해도 옥탄올-물 분배계수

(이하 Kow)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4종 물질의 헨리상수

(Henry’slaw constant)는 다른 물질에 비해 매우 낮으며 기에서의 분

해상수 값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부록 1>).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상 매질은 수체이므로 연구의 주요 공간

범 는 남한 체의 703개 소유역 수체구간이다(<그림 2>).하지만 상

오염물질은 부분 토양으로 살포된다고 하여도 살포 과정에서 기로

비산되어 이동하거나 휘발되는 등 다매체 간 분배와 이동을 진행하기 때

문에 매질(수체,토양, 기, 토)에 한 분석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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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분석 상 화학물질의 옥탄올-물 분배계수(Kow) 용해도

물성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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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KPOP-CC 모형의 공간 범 유역 구분.

KPOP-CC 모형은 남한지역을 포함하는 북 34̊~39̊, 동경

125̊50’~130̊의 지역을 분석 범 로 한다. 기는 30km×30km의

3차원 격자 체계의 해상도를 가지며 지표는 수체 유역에 따라

703개의 소유역으로 구성되어 있다(Lee,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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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방법

기후변화로 인한 농약류 유해물질의 농도 변화를 분석하기 해 미

래 모의 구간의 연평균 는 월평균 농도의 변화율(Percentchange)을

사용하 다.

 


×

CRCP8.5와 Chistory는 각각 기후변화 상황에서의 측 농도,기후변화

의 향이 없는 과거 상황에서의 농도를 의미한다.

기후변화 이 과 이후 오염물질의 농도 는 강우,유출량 등 기상

인자의 변화에 한 통계 유의성을 확인하기 해서는 비모수검정법인

맨 휘트니 검정(MannWhitneytest)을,기후변화에 한 수체 오염물질

농도의 시계열 경향분석을 해서는 과거 미래 기간에 하여 월평균

농도에 한 맨- 탈 검정(Mann-Kendalltest)을 시행하 다.

한,강우유출 토사유출 등의 유출량 분석을 통해 이들이 수체

농도 변화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평가하 다. 럭스 분석을 바탕

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농약류 물질의 환경 거동 변화를 분석하고,유

역의 지형 특성이나 지표환경 등에 따른 오염물질 거동 변화 그에

따른 수계 오염물질 농도 변이의 크기를 분석하 다.

다음으로,수서생태계에 한 해성의 에서 요한 변수인 유

해화학물질의 고농도 출 을 평가하기 해 3시간 모형자료를 바탕으로

각 유역마다 3일 평균 농도의 연간 상 10% (90분 수)농도를 추출하

여 매년 상 농도들의 기하평균을 구한 후,미래 각 구간에서의 이들의

평균(AnnualTop10th,이하 AT10-3day)의 시간에 한 증감 경향을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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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수 농도는 경사도,토지피복도,면 등 유역의

지형 특성에 의해서 향을 크게 받으므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진행되는 경우 농약 물질에 한 노출의 에서 심각한

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찾아낸 뒤,해당 지역의 기상 특성

유역화경 특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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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흐름도

1단계:문헌 검토

-기후변화가 POPs동태에 미치는 향

연구

-분석 상 물질의 물리화학 특성

조사

-다매체 모형 연구

⦁연구의 배경

목

⦁연구의 범

방법

⇩

⦁ 결론

2단계:모형의 입력값 구축

》

-RCP8.5기상 시나리오 비

-분석 상 물질의 물성 조사

-분석 상 물질의 사용 시나리오 결정

》

⇩

3단계:분석 상 물질의 농도 분석

지역 선정

-모형을 통한 수체의 시간 농도

증감추세 분석

-고농도 출 농도 변화율을

바탕으로 분석 상지역 선정

⇩

4단계:선정 지역에서의 원인 분석

-수 농도의 시간 변이와 기상인자

유역특성의 계 분석

<그림 3>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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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연구 설계

1.기후변화가 수 유해화학물질 농도 변화에 끼치

는 향

기후변화는 기,수체,토양, 토,생물체 사이의 오염물질 분배에

향을 주는 물리·화학·생물 요인을 변화시킴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환경 거동을 변화시키며,온도와 강우가 오염물질 분배에 향을 주는

가장 요한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다(Noyesetal.,2009).그 에서도

수 오염물질 농도는 개별 강우사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유출 상과 매

우 한 계를 가진다.유출 상은 강우량,강우강도,강우지속시간,

토양 특성,토지 이용,토지 피복도,지형 등 강우와 유역 특성의 향을

많이 받는다(Ritter,2001).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화는

수 오염물질 농도에 변화를 주게 된다.

장리아(2013)의 연구에서, A1B 기후변화 시나리오 하에서

PCDDs/DFs의 서울 지역 수 연평균 농도는 1.1배 이내로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농도 증가의 주된 요인은 강수량 증가로 토사 유출에 의

한 오염물질 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며,월평균 농도 비의 상 25%가

2배에서 최 6배까지 나타났다.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후변화의 향으

로 인해 오염물질 농도의 단기 인 변화가 커지므로 단기 농도의 변화

와 련이 있는 수서 생태계의 건강에 부정 인 향을 수 있을 것

이다.

Cai(2013)는 서울과 강원 지역을 상으로 A1B시나리오에 의한 11

종 PAHs의 농도 변화를 연구하 다.수체에서 NCC 시나리오 농도

비 A1B시나리오 농도를 분석한 결과,연평균 농도는 기,토양,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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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약 0.5~2배 사이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월평균

주 평균 농도는 기와 수체에서 각각 100배,100000배 정도까지 크

게 변화하 다.수체에서 물질수지 변화에 가장 큰 향을 주는 물질 이

동 기작은 유출이었으며,월평균농도비와 기상인자 변화와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강우강도가 모든 PAHs에 해 강한 양의 상 계를 갖는

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농약류 물질에 한 기후변화의 향 범 는 매우 다양하지만,온도,

강우량,습도가 토양 내 오염물질의 동태에 있어 가장 요한 변수이다

(Bloomfieldetal.,006).온도의 증가는 농약류 물질의 휘발 토양에서

의 분해속도를 증가시키며,강우량 강우강도의 증가는 강우유출

토사유출 상의 증가로 이어진다(Bloomfieldetal.,2006).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기상인자의 변화 에서도 특히 강

우로 인한 유출량 변화는 유해화학물질의 동태 측 평가에 있어

요한 인자이며,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Lamonetal.,

2009).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 농약류 물질의 농도

변이,혹은 고농도 출 빈도 지속기간이 기후변화로 인해 어떻게 변

화하는지 평가하고,분석 지역의 공간 확장을 통해 농도 변이의 크기

가 어떠한 기상ㆍ유역환경인자의 향을 받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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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매체모형연구:KPOP-CC

1)모형 연구

KPOP-CC모형은 오염물질의 화학 특성,환경 거동,분배 특성을

기상인자의 함수로 표 하고 비정상 상태(non-steadystate)를 가정하

으므로 기후변화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상조건과 환경조건 오

염물질의 이동 시뮬 이션이 가능하며,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강수

패턴이 변화될 경우 유역 특성에 따라 토사유출 강우유출의 변화를

모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이동수 외,2012).

KPOP-CC의 지표환경은 703개의 유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각각의

유역은 하나의 수체분 (segment)을 포함한다.703개의 수체 분 은 335

개의 본류(Mainstream)구간과 368개의 지류(Tributaries)구간으로 구

분된다.즉,인 한 다른 유역의 수체 분 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체구간은 335개이며,나머지 368개 수체구간에서는 이류로 인한 오염

물질의 유입이 없다.KPOP-CC모형에서 상류 수체구간과 하류 수체구

간 사이의 오염물질은 상류의 수체구간 내 오염물질의 양에 비례하여 일

정한 비율로 하류 수체구간에 유입되나,이류나 유출 상이 일어날 때

수체 부피가 증가하는 상을 고려하지 않아 각 유역 내 수체분 의 부

피는 항상 일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 본 연구에서는 개용수에

한 향은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KPOP-CC에서 고려하는 토지 용도는 나 지, 지,농경지,숲지로

구분되며,농경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양에 해서는 오염물의 화학 성

질에 따라 토양 내 확산에 의해 움직이는 속도와 반응에 의해 제거되는

속도가 동일해 지는 깊이인 오염물의 침투 깊이(penetration depth,

effectivesoildepth)를 토양 깊이로 간주한다.하지만 농경지의 경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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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으로 농경지가 뒤섞이는 것(mechanicalplowing)을 고려하여 20cm

의 mixingdepth를 사용하 다.

본 연구의 상물질은 농약류의 유기화합물로,이들의 토양 내 거동

은 주로 토양 내 유기탄소(soilorganiccarbon)에 흡착(sorption)되는 정

도와 토양 공극수(soilporewater)에 용해되는 정도(solubility)에 의해

결정된다.즉,토양입자의 유기탄소와 공극수 간 분배정도(soilorganic

carbon –waterpartitioning,Koc)가 요한 거동인자가 된다.기존

KPOP-CC모형에서는 토양 내 유기탄소로의 분배에 다음 식(1)과 같은

Kow 와의 계를 이용하 는데,식 (1)은 수용성이 낮은 유기화합물

(nonionizinghydrophobicorganiccompounds)에 한 실측을 통해 유도

된 값으로,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chlorinated benzene,chlorinated

pesticides등에서는 과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상물질인

농약류에 해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chlorinated benzene,

chlorinatedpesticides를 상으로 한 실험으로부터 유도된 식(2)를 용

하 다(USEPA,1996).

log  ×log …식(1)

log  × log …식(2)

한,모형에서는 국의 토지피복을 나 지,농경지, 지 산림

지로 구분하여 각 토양마다 유기탄소함량을 다르게 용하 다.1)

1)토양의 토지이용 형태에 따른 foc(fractionoforganiccarbon)는 나 지,농경지,

지,산림토양에서 각각 0.0219,0.0335,0.0413,0.0456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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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CC에서는 수체에 하여 다음과 같은 오염물질 유입·유출 경

로를 고려하고 있다.

⦁ 국지 배출(Localemission)

⦁ 이류(Advectiveinflowandoutflow)

⦁ 기와 수체 사이의 확산(Diffusivetransportbetweenairandwater)

⦁ 수체와 토 사이의 확산(Diffusive transportbetween waterand

sediment)

⦁ 강우유출 토사유출(Solidrunoff&Waterrunoff)

⦁ 기로부터 입자상 오염물질의 건식침 습식침 (Wetand Dry

depositionofparticle-boundchemical)

⦁ 기 가스상 오염물질의 강우에 의한 용해 (Wet deposition of

gas-phasechemical)

⦁ 토로의 침 재부유(Sedimentation ofsuspended solid phase

chemicalandresuspension)

⦁ 분해(Degradation)

유역의 농경지에 직 살포된 농약이 수체로 이동하는 과정은 유출

이며,유출은 토사유출(SolidRunoff)과 강우유출(Waterrunoff)로 구분

된다.KPOP-CC 모형은 토사유출과 우수유출에 의한 유입 속도상수

Usro,Uwro를 각각 UniversalSoilLossEquation(USLE)식과 Soil

ConservationServiceCurveNumberMethod(SCS CN)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WischmeierandSmith,1978;USDA,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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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용량 산정

분석 상 물질은 농약이므로 토양으로의 직 살포를 가정한다.토

양으로의 농약 살포량은 한국작물보호 회에서 발행하는 농약연보에 보

고된 국내 농약 출하량을 고려하여 산정하 으며,그 양은 <표2>에서

‘단 면 당 연간사용량’과 같다.농약의 살포 시기는 「작물보호제 사용

지침서」를 참고하여 벼 이앙 기에 사용되는 제 제인 butachlor는 5,

6월에,살충제인 나머지 물질(carbofuran,chlorpyrifos,endosulfan)은 5

월부터 8월까지 살포된다고 가정하 다. 한,농약 사용가구마다 서로

다른 살포 일자 살포 시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농약

의 사용 시기 내 고르게 살포되며,농약류 물질의 사용량은 연구기간인

145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하 다.따라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 모의 기

간 동안 국내 토지 이용 작물 재배지역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인자의 변화와 유역의 환경 특성이 수체 오염물질

의 농도에 끼치는 향을 악하고자 한다.

분석 상 농약류 물질의 제형은 수화제,유제,입제,유탁제,입상

수화제로 구분되며,물질의 제형에 따라 살포효율이 달라지므로 기로

비산(Drift)되는 양이 결정된다(<표1>).농약연보에 보고된 농약 품목의

제형별 출하량을 고려하여 기로의 손실량 토양으로의 살포량을 산

정하 다2)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모형에 입력한 각 물질별 살포 시나

리오는 아래 <표2>와 같으며, 국 소유역 농경지에 한 살포량 분포

는 <그림4>와 같다.

2)미국 EPA의 농약 모형으로,농약에 한 수생태계 노출 평가에 사용되는

GNEEC(GENericExpectedEnvironmentalConcentrationProgram)에서는 농약 살포시

살포 효율 기로의 손실 비율을 살포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결과,입제 분제로만 사용되는 carbofuran은 기로의 비산량이 없고,나

머지 물질은 체 사용량의 3%가 기로 손실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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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단 면 당

연간 살포량

단 시간 단 면 당 살포량

5월 6월 7월 8월

kg/m²/yr kg/m²/hr kg/m²/hr kg/m²/hr kg/m²/hr

Butachlor 6.06E-05 4.2E-08 4.2E-08 - -

Carbofuran 2.75E-05 3.8E-09 1.1E-08 1.1E-08 1.1E-08

Chlorpyrifos 6.77E-06 9.4E-10 2.8E-09 2.8E-09 2.8E-09

Endosulfan 1.06E-05 1.5E-09 4.4E-09 4.4E-09 4.4E-09

<표 2>연구 분석을 한 토양 살포 시나리오

Method of Application Application efficiency Drift

Aerial spray 95% 5%

Ground spray 99% 1%

Granular(Non-spray) 100%  -

<표 1>농약 살포 형태에 따른 살포 효율

(출처:ParkerandRiede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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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Butachlor의 농약 살포 시기(5~6월)에 국 703개 소유역

농경지(Cropland)에 살포되는 Butachlor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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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분석 결과

1.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상변화 분석

HadGEM3-RA를 바탕으로 1956년부터 2100년까지 모형에서 다루는

남한 지역의 기상 변화를 분석하 다.<그림 5>부터 <그림 7>까지 과

거기후 모의자료 RCP8.5미래기후 망자료에 따른 국의 강수량,

강수빈도,기온,풍속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림 5>는 2006년부터 2100년까지 남한 지역에 한 연평균 강

수량의 변화이며,10년 구간의 이동평균과 시나리오별 변동계수를

함께 계산하 다.강수량 분석을 바탕으로 구간별 평균과 지역 변이,

시간 변이 특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RCP8.5기상 모의 구간을 Future

1(2006-2045년,이하 F1),Future 2(2046-2075년,이하 F2),Future

3(2076-2100년,이하 F3)세 구간으로 구분하 다.

미래 구간 별 강수량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표 3>),F1구간에서

국 연평균 강수량은 1159.2mm로 과거 모의구간의 평균 강수량인

1118.3mm에 비해 약 3.7% 증가하 으며,구간 내에서의 변동계수는

17.72%로 과거의 변동계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2구간에서 국 연평균 강수량은 1338.7mm로,과거 모의구간의

평균보다 약 19.7% 증가하 다.구간 내에서의 변동계수는 23.93%로,연

간 강수량의 시간 변이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한 703개 유역 내

최 강수량과 최소 강수량의 차이인 범 의 크기가 증가하여 일부 지역

에 해 강수량이 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이 있음을 상할 수 있다.

F3구간에서 국 연평균 강수량의 변화율은 과거 비 17.3% 증가

하 으며,변동계수는 14.36%로 과거에 비해 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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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범 의 크기는 F2구간에서의 범 와 큰 차이가 없으며,지역에

한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맨- 달 검정을 통해 각 구간의 강수량 증감 추세를 분석한 결과,

과거 F1,F2,F3각 구간 내에서 유의미한 증감추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p> 0.05).그러나 RCP8.5모의 구간(2006-2100)에서는 유의미

한 증가 추세(p<0.05)를 보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구간 내에

서 연평균 강수량이 증가 혹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 구간

의 평균값이 해당 구간의 강수 특성을 표할 수 있다고 단하 다.

RCP8.5기후변화 시나리오 용 시,남한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꾸

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F1구간에서의 국 평균 온도는 12.

1℃로,과거 구간의 평균 기온인 10.5℃에서 약 1.6℃ 증가하 다.F2구

간 F3구간에서의 국 평균 온도는 14.3℃ 16.2℃로(<그림 6>),

과거 구간에 비해 각각 3.8℃,5.7℃ 증가하 다.연평균 풍속은 과거의

경우 3.4m/s 으며,미래구간으로 갈수록 차 감소하 다.감소의 정도

는 F1에서 –1.1%,F2에서 –2.9%,F3에서 –4.5% 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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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재 미래 기상에서 연강수량 변화. 국 평균 연강수량 변동계수와 10년 구간 이동평균.

(변동계수: 국 연평균 강수량의 시간에 한 변동계수,범 :해당 연도에 703개 유역에서의 최 강수량과 최소 강수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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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과거 비연평균

강수량의 변화
변동계수 추세분석 결과

mm/year % %
Kendall’s

tau
pvalue

History

1956-2005 1118.3 - 17.15 -0.081 0.41

RCP8.5

F1 2006-2045 1159.2 3.65 17.72 -0.049 0.66

F2 2046-2075 1338.7 19.71 23.93 -0.007 0.97

F3 2076-2100 1311.2 17.25 14.36 0.064 0.67

2006-2100 1255.9 23.30 20.33 0.192 0.006

<표 3>남한 지역에서 구간별 연평균 강수량의 변화추세와 평균값,변동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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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재 미래 기상에서 국의 연평균 기온 변화 (단 :℃)

<그림 7> 재 미래 기상에서 연평균 풍속 변화 (단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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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인자의 연평균 변화 분석과 함께,본 연구에 있어 요한 강수

인자(강수량,강수빈도) 강우·토사유출 상(유출속도,유출빈도)에

해서는 월평균 변화 분석을 추가 실시하 다.

<그림 8>에서,과거 구간의 월평균 강수량은 7월이 191mm로 가장

컸으며,4월에서 8월 사이에 연간 강수량의 약 70%가 집 되어 있다.기

후변화로 인한 강수량의 변화율이 가장 큰 시기는 7월로,미래 구간 F1,

F3구간에서 각각 3.9%,11.1%,1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월

의 강수량 역시 미래 구간에 해 양의 증가율을 나타냈다.과거 구

간의 강수빈도는 강수량과 마찬가지로 7월에 136.4회로 가장 컸으며,미

래 구간에서 강수량이 큰 시기인 5월부터 8월에 부분 증가한 것에 반

해,강수빈도는 F1구간에서 5월,7월,F2구간에서 5월을 제외하고 모

두 증가하 다.

강수등 별 강수빈도는 <그림 9>와 같이 변화하 다.미래구간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부분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빈도가 감소

하 다.특히 10mm/h이상의 높은 강수강도에서 강수빈도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낮은 강수강도(0.25mm/h이하)인 경우는 오히려 강수

빈도가 어들었다.월별 강수량 강수빈도가 높은 6월과 7월에 한

강수등 별 강수빈도 역시 0.25mm/h이하의 강수등 에 한 빈도는 미

래구간으로 갈수록 차 감소하 으며,그 이상의 강수등 에서의 빈도

는 체로 증가하 다.

강수량 증가로 인한 강우유출 토사유출 속도의 변화는 <그림10,

11>과 같다.과거 구간의 월 강우유출속도는 7월이 0.0467m/month로 가

장 컸으며,토사유출속도는 강수량 강우유출속도와는 달리 6월에 그

값이 0.0056m/month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강우유출 상은 강수량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토사유출은 일정 강도 이상의 강우사상

이 일어날 때 반응하는 상이므로 강수량의 분포 형태 변화 패턴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강수량 강우유출속도의 지역 차이는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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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도로,월간 강수량이 가장 큰 지역은 평균 강수량의 1.6배~3배의 강

수량을 가지며,강우유출속도의 경우 지역 으로 최 인 지역은 평균에

비해 2.2배~4.3배정도 더 컸다.토사유출의 경우 월평균 토사유출 속도에

한 지역 차이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국의 월평균 토사

유출속도에 한 최고 토사유출속도의 비는 평균의 4~10배로 나타났다.

강우유출속도의 변화는 월 강수량 분포 변화와 마찬가지로 5월부터

7월까지 가장 큰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5월과 7월의 강우유

출속도는 미래 구간에 걸쳐 증가하 으며,7월의 강우유출속도는 F1,

F2,F3구간에서 각각 4.7%,16.0%,20.1% 증가하 다(<그림 10>).반면

강우유출빈도는 6~8월에 해 미래 구간에서 모두 감소하 다.

기후변화로 인해 토사유출속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기는 6월 7

월이며,6월 F2구간과 7월 F2 F3구간에서 토사유출속도는 과거 구

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 다(<그림 11>).토사유출빈도는 강수빈도나

강우유출빈도와 마찬가지로 6~8월의 기간 동안 모두 감소하 다.

국 703개 유역에 한 연평균 강수량,강우유출속도,토사유출속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F1에서는 70% 이상,F2 F3에서는 거의 모든 유

역에서 세 값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유역에서 나타난

변화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를 신뢰수 95%에서 검정한 결과,강수

량,강우유출속도,토사유출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지역은 매 구간 존

재하는 반면 감소한 지역에 해서는 유의미한 차이(p< 0.05)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6>).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미래 구간은 과거 구간에 비해 증가하는

유출량으로 인해 수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증가하지만 유출빈도

의 감소로 인해 유출로 인한 오염 상이 발생하는 빈도는 감소할 수 있

음을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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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 그림 8> 모의기간 구간별 국 평균 월 강수량 강수빈도 (단 :

mm/month,오차막 : 국의 최소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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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9>강우강도별 국 평균 연간 강수빈도 월간 강수빈도

(a)강우강도별 국 평균 연간 강수빈도 (오차막 : 국의 최소 최 )

(b)강우강도별 국 평균 6월 7월 강수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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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 그림 10> 모의기간 구간별 국 평균 월 강우유출속도 강우유출빈도

(단 :m/month,오차막 : 국의 최소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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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 그림 11> 모의기간 구간별 국 평균 월 토사유출속도 토사유출빈도

(단 :m/month,오차막 : 국의 최소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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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형의 평가

농약류 물질의 사용량을 입력한 후 모형으로부터 구한 모의농도와

실측 농도의 비교를 통해 농약류 물질에 한 KPOP-CC 모형 측의

신뢰도를 평가하 다.실측 농도는 2004년 5월부터 9월까지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 리에서 실시한 데이터를 사용하 다(박병 외,2009).실측

데이터는 작물 재배지와 하천에서 2주 간격으로,강우기에는 강우사상별

1시간 간격 일주기로 채취한 시료에 한 결과이며,수체와 토양에 해

본 연구 상 물질 4종을 모두 실측하 기에 모형의 모의 농도와의 비교

를 해 사용되었다(박병 외,2009).

농약 잔류량 실측 결과,물 잔류농약은 Butachlor의 경우 5월,6

월,7월,Carbofuran의 경우 6월,Chlorpyrifos의 경우 8월에 검출되었다.

Butachlor의 농도는 2.08ㆍ10-6~1.95ㆍ10-5mol/m3,Carbofuran은 5.65ㆍ

10-6mol/m3,Chlorpyrifos는 1.03ㆍ10-6mol/m3 수 이었다. 작물 재배지

에서는 Chlorpyrifos와 Endosulfan이 5월부터 9월까지 기간에 걸쳐

검출되었으며,농도는 각각 2.85ㆍ10-6~3.76ㆍ10-4mol/m3,9.83ㆍ10-6~

1.52ㆍ10-3mol/m3수 이었다.

물과 작물 재배지에서 실측 농도와 모형의 월간 최댓값,월간 기하

평균,월간 최소값 모의 농도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그림 12>),실측

농도와 모의 농도는 부분 10배 이내의 차이를 보 다.수 농도의 경

우 모형 실측값의 평균 차이는 모두 10배 미만이었으며,토양 농도의

경우 모형 실측값의 평균차이는 최 1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매체 모형의 측력이 가지는 불확실성은 모형에서 사용하는

라미터나 기상자료 배출량의 불확실성 등에서 기인한다.본 연구에서

는 국에서 특정 기간에 일정하게 살포된다는 농약 사용 시나리오를 사

용하 으나,실제 사용량이나 살포 시기는 농가구마다 다르며 수계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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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는 물질의 양은 살포 시기와 강우사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KPOP-CC모형은 230~380km²크기를 가지는 유역

의 평균 농도를 계산하므로 실제 측정 지 과의 지역 해상도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발생하기도 한다(Leeetal.,2004).

이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모형의 측 농도와 실측 농도 간에

차이를 발생시키며,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형

측값과 실측값이 10배 이내의 차이를 보 다.따라서,모형의 측값은

이 연구에 사용할 만한 신뢰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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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2>모의 농도 실측 농도의 비교 (a)수 농약류 물질의 농도

비교 (b)작물 재배지에서 농약류 물질의 농도 비교 (단 :mol/m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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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약의 국 평균 농도 변화

1)연평균 농도 변화

분석 기간 1956년부터 2100년까지 국 703개의 유역 수체 농경

지 토양에서 4종 오염물질의 연평균 농도를 비교 다.분석 상 기간

145년 동안 4종 농약류 물질의 연평균 농경지 토양 내 농도 수 농

도 변화는 다음 <그림 13>,<그림 14>과 같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농

약 살포 시나리오에 따르면 1956년 토양 농약 물질의 배경 농도는 0

이기 때문에 토양에 농약이 살포되고 일정 기간 동안은 토양에 농약이

축 되는 상이 발생한다.본 연구의 상 물질은 기 20년에서 30년

이내에 토양에 축 되는 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단하여 History구간

에 한 농도 평균은 1986~2005년간 20년의 기하평균 농도를 사용하

다(<그림13>).

<그림 13>에서,농경지 토양에 한 국의 연평균 농도의 국 평

균은 모든 물질에 해 미래구간에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감소

의 정도는 F3구간에서 최 70%까지 나타났다(butachlor,F3의 경우).

수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는 물질 구간에 따라 서로 달랐다.분

석 상 물질 미래구간 기간에 걸쳐 국 평균 농도가 증가한 물

질은 endosulfan뿐이며,나머지 물질은 미래 기간에 걸쳐 증감을 반복하

다. 국 703개 수체 구간의 연평균 농도는 뚜렷한 감소 는 증가 경

향을 보이지 않았다(<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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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3> 농약류 물질의 농경지 연평균 농도 변화 (단 :mol/m³)

(a)butachlor,(b)carbofuran,(c)chlorpyrifos,(d)endosulfan( 선은 각 구간별 평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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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4> 농약류 물질의 수 연평균 농도 변화 (단 :mol/m³)

(a)butachlor,(b)carbofuran,(c)chlorpyrifos,(d)endosulfan( 선은 각 구간별 평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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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별 농도 변화

본 연구의 농약류 물질 배출 시나리오는 연 일정 기간에만 집 되

어 있기 때문에 각 물질의 농도는 월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상하여 각

구간에서 오염물질의 월평균 농도와 그 변화율을 분석하 다(<그림 15>

참조).

과거 구간 동안에 있어 농약의 살포 시기인 5,6,7,8월 수 농약

농도는 나머지 시기에 비해 최소 2배,최 100배까지 더 컸다.모든 물

질이 7월에 농도가 가장 컸으며,그 값은 6월과 8월의 값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이었다.이러한 결과로부터 농약물질에 한 수서생태계의 해

성에 주의를 요하는 시기는 5월부터 8월이며,특히 7월에 농약류에 의한

수서생태계 해성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상할 수 있다.농약 살포 기

간 동안 농도의 지역 간 표 편차(기하 표 편차)는 평균 농도의 9배에

서 11배로,다른 시기에서의 표 편차(6배~9배)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농약 살포 기간 동안 지역에 따라 농약의 수 농도에 한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월평균 농도의 변화는 상 으로 농도가 높은 시

기라고 단되는 5월부터 8월에서 기후변화 이 에 비해 체로 감소하

다.그 6월의 농도는 모든 물질, 구간에 하여 15%이상 감소하

고,6월과 8월의 농도는 F1구간에서만 증가하 으며,나머지 구간에

해서는 감소하 다.5월의 농도는 F2와 F3구간에서는 모두 감소하

으나,F1구간에서는 과거 농도 비 최소 34%(chlorpyrifos)에서 최

51%(carbofuran)까지 증가하 다.이러한 결과는 앞의 유출 증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 오염물질의 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상과 반 된다.실

제로 유출량의 증가로 수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많아질 수 있으

나,농도에 향을 주는 것은 유출량 뿐 아니라 유출 빈도 등의 다양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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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농도의 증가가 가장 큰 시기는 1월,2월,12월로,12월과 1월

은 미래의 기간에서 모든 물질에 하여 양의 변화율을 보 으며 2월

의 경우 F1구간에서의 농도는 감소하지만 F2구간과 F3구간에서는 그

농도가 크게 증가하 다.특히 2월의 F3구간의 농도 증가율은 모든 물

질에 하여 가장 큰 변화율을 가지는 시기이며,네 물질(butachlor,

carbofuran,chlorpyrifos,endosulfan)에 하여 각각 40%,165%,97%,

184%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하지만 이 시기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 농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5월~8월 시기의 농도와

비교하 을 때 인 농도의 값이 작기 때문에 수서생태계의 건강에

한 향을 보기 한 본 논문의 목 에 비추어볼 때 크게 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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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5> 농약류 물질의 수 월평균 농도 변화 (단 :mol/m³,오차막 :농약 농도의 지역 간 표 편차)

(a)butachlor,(b)carbofuran,(c)chlorpyrifos,(d)endosul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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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 수체구간에서의 농약 농도 변화

앞의 결과에서,각 물질의 국 월평균 농도와 변화율은 물질별로

매월,미래 구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국 703개 유역

에 해 상 으로 물질의 농도가 높은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각 미래

구간에서 수 오염물질 농도 변화율을 구하 다(<부록 5>).해당 구간

에서 물질 농도의 변화율은 최 –98.89%,최고 336% 으며,4종의 물

질에 한 변화율은 물질의 종류,미래 구간,월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

다.

를 들어 7월 8월 butachlor의 변화율을 볼 때, 국 평균 농도

의 경우 7월 F3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서 모두 과거 비 수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각 유역에 한 농도 변화율 분

포를 보면 7월 8월 F1,F2,F3구간 모두에서 농도가 증가하는 지역

과 감소하는 지역이 공존하 다. 한, 국의 평균 농도는 감소하더라도

해당 시기에서 30% 이상의 농도 변화율을 가지며 증가하는 지역이 존재

하 으며 상 으로 북쪽 지역에 비해 남쪽 지역에서 농도가 증가하

다.8월은 F1을 제외한 미래 구간에서 부분의 지역에 해 수 오염

물질의 농도가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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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F1 8월 F1

7월 F2 8월 F2

변화율(%)

Kendall’sTau

7월 F3 8월 F3

<그림 16>농약 물질 수 월평균 농도의 과거 비 변화율 유의미한

경향성 분포:물질-butachlor,시기-7월,8월

(다른 시기 다른 물질에 한 변화율 분포는 부록5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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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농도가 높아 상 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 수서생태계의

해성에 큰 향을 것이라 상되는 5월부터 8월까지 월별 평균 농도

의 기하 평균 농도 CMJJA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 다. 국 703개 수체구

간 각각에서 4종 물질의 미래 구간 별 변화율 분포 과거 평균 농도에

한 수체구간의 농도 변화율의 계를 살펴보았다.

국 으로,CMJJA 농도의 4종의 물질에 해 모두 감소하 다. 국

의 703개 각 수체구간에서의 농약의 미래구간별 CMJJA 변화율 분포는

<그림 17>과 같다.변화율에 한 히스토그램은 0을 심으로 칭분포

하기보다는 부분의 경우 최빈치나 수가 0이하로,미래 구간에서

감소하는 유역이 더 많았다. 한,일부 구간에 해서는 양의 방향으로

분포의 꼬리가 긴 오른쪽 꼬리분포를 하고 있어 그림으로부터 국 유역

의 체 인 농도 변화는 감소하더라도 소수의 일부 유역에 해서는 증

가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8>에서는 각 수체구간의 물질별·구간별 변화율이 해당 수체

구간의 과거 평균 MJJA 농도와 어떠한 상 계를 가지는지 평가하

다.산 도를 통해 과거 농도와 미래 농도의 변화율은 음의 상 계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그 상 성이 매우 약하다. 한,산 도 그

래 는 과거 구간에서 상 으로 고농도인 지역 기후변화로 인해 농

도의 증가율이 커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 다.이러한 결과

에 의하면 MJJA 농도가 다른 수체구간에 비해 높은 지역이면서 기후변

화로 인해 농도가 크게 증가하여 기간 내 월평균 농도의 증가로 인해 수

서생태계의 건강에 있어 부정 인 향을 받게 되는 지역은 거의 없으

며, 부분의 고농도 지역에서 평균 인 농도는 감소할 것으로 측된다.



- 42 -

F1 F2 F3

Butachlor, F1

Concentration Change(%)

-20 -15 -10 -5 0 5 10 15 20

F
re

q
u
e
n
c
y 

(
)

회

0

20

40

60

80

100

120

Butachlor_F2

Concentration Change(%)

-30 -20 -10 0 10 20 30 40

F
re

q
u
e
n
c
y 

(
)

회
0

50

100

150

200

Butachlor_F3

Concentration Change(%)

-40 -30 -20 -10 0 10 20 30 40

F
re

q
u
e
n
c
y 

(
)

회

0

20

40

60

80

100

120

140

Carbofuran_F1

Concentration Change(%)

-20 -10 0 10 20 30

F
re

q
u
e
n
c
y 

(
)

회

0

20

40

60

80

100

120

Carbofuran_F2

Concentration Change(%)

-40 -30 -20 -10 0 10 20 30

F
re

q
u
e
n
c
y 

(
)

회

0

50

100

150

200

250

Carbofuran_F3

Concentration Change(%)

-60 -40 -20 0 20
F
re

q
u
e
n
c
y 

(
)

회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Chlorpyrifos_F1

Concentration Change(%)

-15 -10 -5 0 5 10 15

F
re

q
u
e
n
c
y 

(
)

회

0

20

40

60

80

100

120

Chlorpyrifos_F2

Concentration Change(%)

-20 -10 0 10 20 30 40

F
re

q
u
e
n
c
y 

(
)

회

0

50

100

150

200

250

Chlorpyrifos_F3

Concentration Change(%)

-30 -20 -10 0 10 20 30 40

F
re

q
u
e
n
c
y 

(
)

회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Endosulfan_F1

Concentration Change(%)

-30 -20 -10 0 10 20

F
re

q
u
e
n
c
y 

(
)

회

0

20

40

60

80

100

120

140

Endosulfan_F2

Concentration Change(%)

-30 -20 -10 0 10

F
re

q
u
e
n
c
y 

(
)

회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Endosulfan_F3

Concentration Change(%)

-40 -30 -20 -10 0

F
re

q
u
e
n
c
y 

(
)

회

0

20

40

60

80

100

120

<그림 17>703개 수체구간에 한 미래구간별 MJJA 농도 변화율 분포

(단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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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703개 유역에 한 과거 MJJA농도 비 미래 구간별 MJJA

농도의 변화율 분포 상 계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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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농약류 물질의 이동 기작 분석

본 연구의 상 물질인 농약류 물질은 토양으로 살포된 이후 다른

매질로 이동ㆍ분배되므로,과거 모의기간의 마지막20년(1986-2005)동안

토양에서 발생된 손실 로세스의 크기를 비교하여 토양으로 살포된 농

약류 물질의 환경 동태를 분석하 다.이후 수체로의 유입 로세스

분석을 통해 수체 내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에 향을 주는 이동 기작을

분석하 다.

유역마다 지표 환경 지형 특성이 다르므로 토양에서 오염물질

제거 기작들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으나,제거 총량에 기여하는

기작의 비율은 유역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국 703개 유역을 상으

로 토양으로부터 제거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에 여하는 기작 별 기여율

을 <그림 19>을 통해 비교하 다.토양에서 오염물질의 제거에 있어 가

장 주요한 손실 로세스는 유출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butachlor,

chlorpyrifos,endosulfan의 경우 토사유출에 의한 기여가 약 60~90%이

며,carbofuran의 경우 강우유출에 의한 기여가 약 40%,토사유출에 의

한 기여가 30%를 차지했다.

토양에서 농약류 물질의 거동에 향을 주는 물리화학 특성은 휘

발성(volatility), 유기물에 한 분배 정도(organic carbon-water

partitioncoefficient,Koc),분해상수(degradationrate)이다.<표 4>에서

연구 상 물질의 25℃에서의 증기압,물에 한 용해도,Koc,토양에서

의 분해상수 값을 비교하 다.carbofuran은 butachlor,chlorpyrifos,

endosulfan에 비해 용해도가 크고 상 으로 작은 Koc값을 가지므로

토사유출보다는 강우유출에 의한 제거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난다.

butachlor,chlorpyrifos,endosulfan의 경우 용해도가 작고 Koc값이 크기

때문에 토사유출에 의한 제거 비율이 가장 높다. 한,endosulfa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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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pyrifos보다 작은 Koc값을 가지나,토양에서의 분해상수가 작으므로

chlorpyrifos에 비해 토사유출에 의한 제거 비율이 더 크다.이는 물에

용해되는 농약류 물질의 경우 강우유출에 의한 이동이 요하며,Koc

값이 1000L/kg 이상인 물질은 토사유출이 요한 과정이라는

Holvoet(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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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토양에서의 농약류 물질 제거 로세스 기여율 (단 :%,오차

막 :유역의 최소 최 기여율)

(SolidRunoff:토사유출/WaterRunoff:강우유출/SoilRx:토양 내 분해/Volatilization: 기로의

휘발/OtherProcess:오염물의 침출 식물의 뿌리에 의한 흡수)

물성 단 Butachlor Carbofuran Chlorpyrifos Endosulfan

Vapor
pressure
(25℃)

Pa 6.00E-04 2.70E-03 2.50E-03 1.00E-03

LogKow - 4.5 2.32 5.11 3.83

LogKoc 3.6 1.9 4.12 3.11

Degradation
rateconstant

1/h 5.00E-04 6.40E-04 3.21E-04 4.00E-06

Water
solubility

mg/L 23 320-700 1.18 23

<표 4>연구 상 농약류 물질의 증기압,용해도,Koc,토양에서의 분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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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에서는 수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에 기여하는

로세스 별 기여율을 비교하 다.수체의 경우에는 강의 구간에 따라 유

입 로세스 기여율에 차이를 보인다.본류인 수체구간의 경우 강의 상

류로부터 이류에 의해 유입되는 기작이 총 유입량 약 70%를 차지하

는 반면,지류의 경우 이류에 의한 유입이 없다.하지만 본류에서 이류에

의한 유입을 제외한 나머지 유입 로세스의 기여도는 지류에서의 기여

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이류에 의한 유입을 제외한

나머지 로세스는 토양으로부터의 손실 로세스 분석과 동일하게

carbofuran의 경우 강우유출의 기여율이 65.5%로 가장 크고,butachlor,

chlorpyrifos,endosulfan의 경우 토사유출의 기여율이 각각 83%,81%,

78%로 가장 크다.

토양으로부터의 제거 로세스와 유입 로세스 분석 결과,Koc값이

작은 carbofuran를 제외한 물질에 해서 강우유출에 의한 제거보다 토

사유출이 더 주요한 기작임을 확인하 다.그러나 하나의 수체 구간 내

오염물질의 총량을 결정하는 유입 기작은 상류 수체구간으로부터의 이류

로,유출이나 토로부터의 확산유입 등 해당 유역구간 내에서 이루어지

는 거동 기작보다는 상류 유역의 향을 더 많이 받음을 상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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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상류로부터 이류에 의한 유입이 있는 수체구간의 농약류 물질

유입 로세스 기여율 (단 :%,오차막 :유역의 최소 최 기여율)

<그림 21>이류의 향을 제외한 수체로의 농약류 물질 유입 로세스

기여율 (단 :%,오차막 :유역의 최소 최 기여율)

(AdvectionIn:이류/SolidRunoff:토사유출/WaterRunoff:강우유출/Diffusion

from SedimenttoWater: 토에서 수체로의 확산 유입/Otherprocess:입자상

오염물질의 건식 습식 침 ,가스상 물질의 건식침 , 기로부터의 오염물의

흡수, 토에서 수체로의 입자상 오염물질의 재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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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수체에서의 농도 증가,혹은 감소 원인을 악하고

자 수체로의 유입 로세스 변화를 분석하 다.<그림 22>는 703개 유

역을 상으로 미래 각 구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각 수체 유입 로세

스의 변화율 농도 변화율의 분포이다.기후변화로 인한 수체 농도 증

가 감소 원인 악을 해 각 물질에 하여 농도가 증가한 지역과

감소한 지역으로 나 어 수체로의 유입 로세스 변화율 분포를 나타내

었다.

농도의 증가 감소에 상 없이,미래 구간에서의 수체 유입 로

세스의 변화를 보면 토사유출에 의한 유입량이 네 물질에 해 공통 으

로 차 증가하 다.F3구간에 해 많은 유역에서 토사유출로 인한 유

입량 증가율이 100% 이상으로 증가하 으며,특히 토사유출에 의한 유

입이 지배 인 butachlor와 chlorpyrifos의 경우 증가의 폭이 더 컸다.

농도가 증가한 유역 부분의 경우는 유입 로세스의 변화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 다.특히 butachlor와 chlorpyrifos의 경우 토사유출로 인

한 유입량이 F2,F3구간에서 평균 50% 내외로 증가하 으며,수체로의

유입 로세스 기여율이 가장 큰 이류의 유입량 변화율 역시 농도가

감소하는 유역에서의 변화율과 비교하 을 때 2배 가까이 더 컸다.

carbofuran과 endosulfan역시 농도가 증가하는 유역에서 각 로세스로

인한 유입량 변화율이 체로 0이상의 양의 값을 나타내지만,상 으

로 변화율의 값이 30% 미만으로 다른 두 물질에 비해 크지 않았다.이

는 두 물질이 다른 두 물질에 비해 토사유출로 인해 유입되는 기여율이

더 작기 때문에 미래 구간에서 토사유출량이 매우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

하고 상 으로 토사유출 상에 의해 유입되는 물질의 양의 증가율이

작은 것이라 생각된다.

농도가 감소하는 유역의 특성은 butachlor와 chlorpyrifos의 경우 이

류에 의한 유입량 변화율 는 토사유출량 변화율이 0보다 크더라도 그

값이 농도가 증가하는 유역에 비해 작고,강우유출에 의한 유입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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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로세스(입자상 물질의 건식 습식 침 ,가스상 물질의 건식 침

, 기로부터의 오염물 흡수, 토에서 수체로의 입자상 오염물질 재부

유)에 의한 유입량이 감소한다는 것이다.carbfuran과 endosulfan은 이류

에 의한 유입량의 변화가 작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앞의 두 물

질과 마찬가지로 강우유출에 의한 유입량이 감소하 다.

오염물질의 수체 유입기작 분석을 통해,butachlor,chlorpyrifos,

endosulfan의 경우,주요한 유입 로세스인 이류나 토사유출에 의한 유

입이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농도가 감소하는 상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이는 본 연구에서 농약 물질의 수체 농도를 결정하는 요한 유

출기작인 이류에 의한 손실량을 고려하지 못하 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

제일 가능성이 있다.



- 51 -

(a)

농도가 증가하는 유역 농도가 감소하는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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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농도가 증가하는 유역 농도가 감소하는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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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농도가 증가하는 유역 농도가 감소하는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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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농도가 증가하는 유역 농도가 감소하는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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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과거 비 수체로의 유입 로세스 변화율 (단 :%,박스 롯:1사분

수(25%), 앙값(50%),3사분 수(75%),오차막 :10%/90%,⦁:5%/95%)

(a)butachlor(b)carbofuran,(c)chlorpyrifos(d)endosulfan

(Adv:상류로부터의 이류에 의한 유입,SR:토사유출,WR:강우유출,Diff: 토에서 수체로

의 확산 유입,OP:입자상 물질의 건식 습식 침 ,가스상 물질의 건식 침 , 기로부터

의 오염물 흡수, 토에서 수체로의 입자상 오염물질 재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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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농약류 물질의 고농도 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 오염물질의 농도 변이가 증

가하여 수서생태계에 한 해성이 증가하는 지역의 기상 유역환경

의 특징을 찾고자 하 다.이 때 ‘변이의 증가’가지는 의미는 단지 최

농도와 최고 농도의 차이가 아닌,간헐 으로 노출되는 고농도의 증가로

인한 독성 증가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평균 농도의 증감 여부와

계없이 각 유역에서 연간 3일 평균 농도 상 10% 농도 평균의 각

구간별 평균(이하 AT10-3day)이 증가하는 지역을 농약 물질로 인한 수

생태계 해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단하 다.

KPOP-CC모형에서 수계로 유입된 물질의 수체 내 체류시간은 약 2.1일

이며,유출 상이 수계로 유입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약 3일 동안의 농

도가 하나의 강우사상에 의해 나타나는 수 오염물질 농도의 평균이 된

다. 한,72시간이 수서 생태계의 해성 평가 시 단기간 노출 기간의

크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기간이라 단하 다.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AT10-3day를 통해 매년 강우사상으로 인한 고농도 출 상

을 악하고자 하 다.

703개 유역의 변화율을 보면,MJJA 평균 농도는 미래 구간에서 감

소하는 지역이 많아지는 반면 AT10-3day는 증가하는 지역의 수가 더

많았다(<표 5,6>). 한,AT10-3day의 경우 감소한 유역 통계 으

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인 지역은 없거나 으며 AT01-3day가 증가한

유역 통계 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인 유역의 수가 특히 F2,F3구

간 butachlor,chlorpyrifos에서 많았다.이는 비록 평균 농도는 감소하더

라도 기후변화로 인해 농도 변이의 크기가 커져 출 고농도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고농도 출 이 잦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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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변화가 나타난 유역의 비율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유역의 수)

F1 F2 F3

butachlor
증가 47.6% (0) 11.0% (5) 9.3% (1)

감소 52.4% (1) 89.0% (6) 90.7% (129)

carbofuran
증가 49.3% (0) 7.5% (0) 6.0% (0)

감소 50.7% (0) 92.5% (0) 94.0% (124)

chlorpyrifos
증가 58.9% (0) 16.3% (3) 7.4% (1)

감소 41.1% (0) 83.7% (0) 92.6% (132)

endosulfan
증가 59.5% (0) 3.6% (0) 0.7% (0)

감소 40.5% (0) 96.4% (0) 99.3% (147)

<표 5>농약류 물질의 수 MJJA평균 농도 변화가 나타난 유역의 수

물질
변화가 나타난 유역의 비율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유역의 수)

F1 F2 F3

butachlor
증가 51.1% (1) 50.9% (91) 59.8% (38)

감소 48.9% (0) 49.1% (2) 40.2% (0)

carbofuran
증가 33.4% (0) 23.5% (14) 63.3% (2)

감소 66.6% (0) 76.5% (0) 36.7% (1)

chlorpyrifos
증가 36.4% (0) 80.6% (90) 82.6% (71)

감소 63.6% (0) 19.4% (0) 17.4% (4)

endosulfan
증가 33.5% (0) 41.7% (0) 49.3% (0)

감소 66.5% (1) 58.3% (0) 50.7% (1)

<표 6>농약류 물질의 AT10-3day변화가 나타난 유역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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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구간에서 AT10-3day의 값이 크게 증가

하여 ‘농도 변이’의 에서 상 으로 해도가 증가하는 지역이라

단되는 지역을 선정하 다.선정 지역의 기 은 다음과 같다.

각 유역의 AT10-3day가 국 유역 지역 상 25%에 포함되는

지역을 ‘상 고농도 지역’으로 정의하고,상 고농도 지역 F1,

F2,F3 어도 한 구간 이상에서 10%, 는 20% 이상의 증가율을

가지는 지역을 해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 다.

해도가 증가하는 지역을 <그림23>에 나타내었다.

지도로부터 단할 수 있는 선정된 지역의 특징은 butachlor와

chlorpyrifos의 경우 농경지 비율이 높은 서해안 지역이 상 으로 농도

도 높은 지역이면서 미래 구간에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

는 것이다(<부록 7> 참조).carbofuran과 endosulfan의 경우는 다른 두

물질과 비교하 을 때 상 고농도 지역 에서 상 농도인

AT10-3day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선정된 일부 지역의 특징이 서로

달랐다.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토사유출량이 증가하는 지역과

강우유출량이 증가하는 지역의 차이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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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achlor carbofuran

chlorpyrifos endosulfan

<그림 23> 해도 증가 선정지역 (연한 회색:10%,진한 회색:20%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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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은 유출이나 강수에 의한 수체의 부피 변화

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양의 오염물질이 유입된 경우,농약 물질

의 농도 변화는 해당 수체구간의 부피에 반비례한다.앞서 분석한 내용

으로부터 수체로 유입되는 양의 변화는 토사유출,혹은 강우유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 수체부피 당 농경지에

서 유출된 물질이 유하하여 상류로부터의 유입되어 내려온 양과 유역 자

체에서 유출된 양을 농경지로부터 발생하는 ‘비 오염원 부하량’으로 보

았으며,이를 다음 식 (3)와 같이 정의하 다.

비 오염원 부하량 =유출 속도(m/h)∙역내 수체 부피

상류 역 경지 면적
…식(3)

이 때,‘상류 유역의 농경지면 (m²)/상류유역을 고려한 유역의 수계

부피(m³)’는 수리학에서 사용하는 ‘수계 도지표(Drainage Density

Index,이하 DDI)’를 본 연구에 맞게 변형시킨 새로운 지표이다.DDI는

‘유역 내 총 하천면 (m²)/유역의 총 면 (m²)’,즉 유역의 단 면 에

한 하천의 면 비율로 정의된다(Bonzinietal.,2006).높은 DDI는 호

우에 해 신속한 응답을 나타내며,유역 내 수체 면 의 비율은 농도의

변이 폭에 향을 주는 요한 환경 특성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표를 통한 지역 분석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단하

다(2009,Hollander).본 연구에서,농약류 물질의 배출량은 농경지 면

에 비례하며 수체에서 오염물질의 농도는 수체 부피의 향을 받으므로

DDI에서 유역의 총 면 신 농경지 면 을,유역 내 하천 면 신

유역 내 하천의 부피를 고려하 다.

따라서,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농약류 비 오염원 부하량이 커지는

수체 구간은 수체의 단 부피 비 유출되어 나오는 물질의 양이 많은

지역이므로 오염물질의 수 농도의 크기가 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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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경지 면 과 유역의 수체 부피의 비율은 시간이 지나도 바 지

않는 수계의 특성이므로 기후변화에 의한 부하량의 변화는 유출 총량의

변화에 의해 좌우된다.기후변화로 인한 비 오염원 부하량의 변화량은

다음 식(5)을 만족한다.

∆비점 염원 부하량 ∆ 도∙
해당 역 수체부피 

상류 역 포함한 경지면적
…식(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약류 부하량의 증가 는 감소가 오염물질의

수계 농도의 증가와 상 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 다.농약물질 부

하량의 변화량은 유출량 변화에 비례하게 되므로 이 분석에서 변화율

을 고려한 것과는 달리 유출량의 변화량을 구하 고,선정 지역 부분

에서 비 오염원 부하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 다.이는 상류 유

역까지 고려한 농경지 면 과 해당 유역의 수체 부피가 농도를 결정짓는

요한 환경 인자이며,기후변화로 인한 유출속도의 변화가 수 농도를

결정하는 인자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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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1.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매체거동모형을 이용하여 토양으로 살포되는 농약

류 물질을 상으로 RCP8.5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해 일어나는 환경

동태 변화를 분석하 다.연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약의 수

농도 변화에 향을 주는 기상인자 유역특성을 찾아내고자 하 다.

농약류 오염물질의 환경 동태에 향을 주는 요인에는 기상인자,

유역환경인자,살포 형태 등이 있으며,이들은 상호 복합 으로 작용하여

오염물질의 수 농도를 결정한다.과거 구간에서 오염물질이 수체로 유

입되어 들어오는 럭스를 분석한 결과,이류로 인해 상류로부터 유입이

있는 경우는 이류에 의한 유입량이 약 90%로 가장 지배 이었으며,외

부로부터 유입이 없는 경우에는 토사유출(carbofuran의 경우 강우유출)

이 가장 요한 로세스 다.기후변화로 인한 수체로의 유입 로세스

변화는 물질과 구간에 따라 다르나,농도가 증가한 일부 지역의 경우 단

수체부피에 비해 물질의 유입량이 증가하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여러 유입 기작 기후변화로 인해 격히 증가하는 토사유출이

물질에 계없이 모두 요한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RCP8.5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용하 을 때 수 농

약물질의 평균 농도는 감소하는 반면,일부 물질에 해서 고농도에서의

농도가 많은 지역에서 큰 변화율을 가지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농도의 변이가 큰 지역은 주로 서해안의 농경지 비율이 높은 유

역이며,단 수체부피당 비 오염원 부하량이 큰 유역의 경우 고농도

출 상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하지만 수체의 경우 상류로

부터의 유입량이 다른 기작보다 더 지배 인 향을 주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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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 있는 인자들의 상류 특성까지 고려한 경우 농도 변화에 해 더 설

명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로부터,비 오염원 부하

량이 큰 지역이나 유출속도의 변화가 큰 지역,농경지 면 의 비율이 큰

지역의 경우,농약물질의 고농도 출 을 방하기 해 농약 사용에

한 규제를 엄격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2.연구의 한계 추후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KPOP-CC는 강우유출로 인한 수계 부피의 변

화가 반 되지 않았으나,실제로는 유출 상으로 인해 수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이는 곧 오염물질의 희석효과로 이어진다.따라서 실을

보다 정확히 반 하기 해서는 수체 부피 증가를 통한 희석 효과를 고

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혹은 유출 상으로 발생하는 오염 부하량에

을 두어 ‘유량가 평균농도(Eventmeanconcentration)’을 분석하는

것 한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본 연구의 분석 상 물질의 특성은 증발이 잘 되지 않

고 입제 분제 형태로의 사용이 많아 기로 손실되는 양이 매우 작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특성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농약 물질의

기로의 손실(drift)이 아 없거나(carbofuran) 3%로 매년 일정

(butachlor,chlorpyrifos,endosulfan)하다고 가정하 다.따라서 본 연구

의 분석 상물질 이외에 기로의 비산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농

약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비산 휘발로 인한 기로의

손실량에 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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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CASNo. ChemicalFormular

Molecular

weight

Boiling

point

Molar

Volume LogKow

Henry’slaw

constnat

(25℃)g/mol ℃ cm³/mol

Butachlor 23184-66-9 C17H26ClNO2 311.8 413.0 387.8 4.5 8.14E-03

Carbofuran 1563-66-2 C12H15NO3 221.3 311.4 240.8 2.32 7.69E-04

Chlorpyrifos2921-88-2 C9H11Cl3NO3PS 350.6 377.4 298.8 5.11 1.55E-04

Endosulfan 115-29-7 C9H6Cl6O3S 406.9 401.3 312.8 3.83 7.95E+00

<부록 1> 상 화학물질의 물리화학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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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History 비 월평균 강수량 변화율

5월 F1 6월 F1

5월 F2 6월 F2

변화율(%)

5월 F3 6월 F3



- 67 -

<부록 2>History 비 월평균 강수량 변화율 (계속)

7월 F1 8월 F1

7월 F2 8월 F2

변화율(%)

7월 F3 8월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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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History 비 월 강우유출속도 변화율

5월 F1 6월 F1

5월 F2 6월 F2

변화율(%)

5월 F3 6월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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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History 비 월 강우유출속도 변화율 (계속)

7월 F1 8월 F1

7월 F2 8월 F2

변화율(%)

7월 F3 8월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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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History 비 월 토사유출속도 변화율

5월 F1 6월 F1

5월 F2 6월 F2

변화율(%)

5월 F3 6월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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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History 비 월 토사유출속도 변화율 (계속)

7월 F1 8월 F1

7월 F2 8월 F2

변화율(%)

7월 F3 8월 F3



- 72 -

<부록 5>History 비 오염물질의 수 월평균 농도 변화율 유의미한

경향성 분포:물질-butachlor,시기-5월 6월

5월 F1 6월 F1

5월 F2 6월 F2

변화율(%)

Kendall’sTau

5월 F3 6월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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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History 비 오염물질의 수 월평균 농도 변화율 유의미한

경향성 분포 (계속):물질-butachlor,시기-7월 8월

7월 F1 8월 F1

7월 F2 8월 F2

변화율(%)

Kendall’sTau

7월 F3 8월 F3



- 74 -

<부록 5>History 비 오염물질의 수 월평균 농도 변화율 유의미한

경향성 분포 (계속):물질-carbofuran,시기-5월 6월

5월 F1 6월 F1

5월 F2 6월 F2

변화율(%)

Kendall’sTau

5월 F3 6월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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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History 비 오염물질의 수 월평균 농도 변화율 유의미한

경향성 분포 (계속):물질-carbofuran,시기-7월 8월

7월 F1 8월 F1

7월 F2 8월 F2

변화율(%)

Kendall’sTau

7월 F3 8월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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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History 비 오염물질의 수 월평균 농도 변화율 유의미한

경향성 분포 (계속):물질-chlorpyrifos.시기-5월 6월

5월 F1 6월 F1

5월 F2 6월 F2

변화율(%)

Kendall’sTau

5월 F3 6월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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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History 비 오염물질의 수 월평균 농도 변화율 유의미한

경향성 분포 (계속):물질-chlorpyrifos,시기-7월 8월

7월 F1 8월 F1

7월 F2 8월 F2

변화율(%)

Kendall’sTau

7월 F3 8월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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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History 비 오염물질의 수 월평균 농도 변화율 유의미한

경향성 분포 (계속):물질-endosulfan,시기-5월 6월

5월 F1 6월 F1

5월 F2 6월 F2

변화율(%)

Kendall’sTau

5월 F3 6월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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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History 비 오염물질의 수 월평균 농도 변화율 유의미한

경향성 분포 (계속):물질-endosulfan,시기-7월 8월

7월 F1 8월 F1

7월 F2 8월 F2

변화율(%)

Kendall’sTau

7월 F3 8월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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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유역별 연평균 강수량,강우유출속도,토사유출속도 변화가 나타

난 유역의 수

항목

변화가 나타난 유역의 비율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유역의 수)

F1 F2 F3

연평균

강수량

증가 79.9% (34) 99.4% (658) 99.1% (455)

감소 20.1% (0) 0.6% (0) 0.9% (0)

연평균

강우유출속도

증가 79.9% (33) 99.4% (658) 99.1% (469)

감소 20.1% (0) 0.6% (0) 0.9% (0)

연평균

토사유출속도

증가 73.1% (83) 98.6% (637) 97.2% (620)

감소 26.9% (0) 1.4% (0) 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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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각 유역 내에서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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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InfluenceofClimateChange

onthePesticideLevelsinSurface

WatersofSouthKorea

MinsunPark

DepartmentofEnvironmentalPlanning

TheGraduateSchoolofEnvironmentalStudies

SeoulNationalUniversity

Theaim ofthisresearchwastoassesstheimpactofclimatechange

on the concentration of four different pesticides (Butachlor,

Carbofuran,Chlorpyrifos,andEndosulfan)insurfacewaterbasedon

region-specificmultimediafatemodel(PersistentOrganicPollutants

under Climate Change Conditions in Korea, KPOP-CC). The

meteorologicaldata,which is comprised of historicalsimulation

(1956-2005)andfutureprediction(2006-2100),appliedtothisstudyis

HadGem3-RA basedon RCP8.5climatechangescenario.Pesticides

application was assumed to occur during May,June,July,and

August(hereinafter referred to as MJJA).The suitability of the

simulation results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predicted

concentrationsandtheobservationsinsurfacewaterandsoil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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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historicalperiodbetween1986and2005.

The annualmean concentrations for the four pesticides in

croplandsoilsignificantly decreased upto70% in thelatefuture

period,duetoincreasedsolidrunoff.Thechangeofannualmean

concentrationsinsurfacewaterdependedonpesticides,futureperiods,

and watersheds.The mean concentration in surface waterduring

MJJA decreasedinmanyareas.Whethertheconcentrationchangeis

positiveornotseemstoberelatedtotherateofincreaseinsolid

runoffandwaterrunoff,butincreasedrunoffdidnotalwaysleadto

positivechangesofconcentrationsduetotheinfluenceofadvection

anddecreasedrunofffrequency.

Since the concentration variation as well as the mean

concentrationarebothsignificantpartswhenassessingtheriskof

chemicalstoaquaticecosystem,thechangein top10% of3-day

mean concentrations in surfacewater(AT10-3day)wasassessed.

AT10-3dayshowedastatisticallysignificantincreaseinmanyareas.

Twomajorfactorswhichaffecttheconcentrationofpesticidesin

surfacewatercanbedividedintothewatershedcharacteristicsand

meteorological factors: the precipitation rate and intensity for

meteorologicalfactors;andtheratioofcroplandareatothevolumeof

thereceiving waterbody forwatershedcharacteristics.Thisstudy

emphasizesthenecessityofthesoundmanagementfortheuseof

agriculturalpesticidesand theirimpacton watershedsin orderto

prepareforclimatechange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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