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Vol. 55, No. 3, pp. 91~104, May, 2013
DOI:http://dx.doi.org/10.5389/KSAE.2013.55.3.091

간접하수재이용에 따른 논에서의 수질 및 토양환경 영향 분석

Effects of Indirect Wastewater Reuse on Water Quality and Soil Environment in Paddy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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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monitor and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indirect wastewater reuse on water quality 

and soil in paddy fields. Yongin monitoring site (YI) irrigated from agricultural reservoir and Osan monitoring site (OS) irrigated 
with treated wastewater diluted with stream water were selected as control and treatment, respectively. Monitoring results for 
irrigation water quality showed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in salinity, exchangeable cation and nutrients. Pond water quality 
showed a similar tendency with irrigation water except for the decreased difference in nutrients due to the fertilization impact. Soil 
chemical properties mainly influenced by fertilization activity such as T-N, T-P, and P2O5 were changed similarly in soil profiles of 
both monitoring sites, while the properties, EC, Ca, Mg, and Na, mainly effected by irrigation water quality showed a considerable 
change with time and soil depth in treatment plots. Heavy metal contents in paddy soil of both control and treatment did not 
exceed the soil contamination warning standards.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suggest the irrigation water quality standards and 
proper agricultural practices including fertilization for indirect wastewater reuse, although long-term monitoring is needed to get more 
scientific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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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의 주요한 관심사는 농업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었으며, 기후변화와 기후변동성 등을 포함한 농업환

경 변화가 주요한 관심사인 현시점에도 많은 국가에서 농업생산

성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가 중요한 국가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FARA, 2006; Beddington et al., 2012). 지난 세기 말부

터 농업의 환경적인 고려가 농업생산성과 더불어 선진국을 중심

으로 농업전반에 걸쳐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Horrigan et 

al., 2002).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생산성과 환경성을 모

두 담보하여야 하며, 이는 앞으로의 농업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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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Foley et al., 2011).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것은 농업생산성과 환경성을 모두 고려

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Hamilton et al., 

2007; Jang et al., 2010; Jeong et al., 2013).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방법에는 직접재이용과 

간접재이용이 있다. 직접하수재이용 (direct wastewater reuse)

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생활하수를 적절한 관개시스템을 통

해 농경지로 직접 공급하여 재이용하는 형태로서 (Rutkowski et 

al., 2007), 제주 월정 및 판포지구가 이와 같은 이용형태를 보이

고 있다. 간접하수재이용 (indirect wastewater reuse)은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한 생활하수를 저류지 혹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희석하여 관개용수로 사용하거나, 하천으로 방류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형태로서 대부분의 하수재이용이 

이에 해당한다 (Blumenthal et al., 2000; Kim et al., 2009).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일처리용량 500 m3 이상의 하수처리

장 505개중 63개의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농업용수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MOE, 2012a).

하수처리수는 연중 일정한 수량을 가지기 때문에 극한기후 상

황에서 가뭄용수로써 이용이 가능하며 (Park, 2007; Jang et al., 

2012), 하수처리수 중의 다량의 비료성분은 수확량을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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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비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eong et al., 

2011; Pereira et al., 2011; Chavez et al., 2012). 또한, 하수

처리수를 관개용수로 사용함으로써 농경지에서의 추가적인 수질

정화는 하천수질개선에 일조한다 (Jeong et al., 2013). 이와 같

은 하수재이용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할 경우, 환경 및 보건위생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

래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Mara and Cairncross, 1989; 

Peasey et al., 2000; Park, 2011). 특히, 하수 중에 포함된 과

다한 영양성분은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며, 논벼의 경우에는 

도복피해의 우려가 있다 (Setter et al., 1997; Chiou, 2008; 

Pereira et al., 2011). 또한, 하수 중의 나트륨 성분은 농지의 

염도를 증가시켜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Tripler 

et al., 2012), 하수에 포함된 중금속은 토양에 집적되어 토양

오염과 함께 작물을 통해 인체에도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Sharma et al., 2007). 따라서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이용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농업수자원으로서의 환경적인 영향에 대

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수재이용에 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 걸쳐 지난 수십 년간 

방대하게 수행된 바 있다. 특히,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이용

함에 따른 인체위해성 (Ayres et al., 1992; Petterson, 2001; 

Forslund et al., 2010)과 수질 및 토양환경에 대한 영향 (Palese 

et al., 2009; Xu et al., 2010; Jang et al., 2012; Singh et 

al., 2012; Jang et al., 2013)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

다. Stevens et al. (2003)은 하수처리수와 지하수로 관개한 농

지의 토양과 농지가 아닌 지역의 토양의 전기전도도, 나트륨흡착

비 (sodium absorption ratio), pH, 그리고 붕소 등을 포함한 이

화학적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Mohammad and Mazahreh (2003)

는 식수와 하수처리수를 관개용수로 사용한 사료작물 재배지 토

양의 카드뮴, 크롬, 니켈, 납 등을 포함한 중금속의 집적을 조사 

분석한 바 있다. 또한, Kang et al. (2007)은 하수처리수의 처리

수준에 따른 논에서의 담수와 방류수 수질을 비교한 바 있으며, 

Ayni et al. (2011)은 하수처리수의 관개에 따른 지하수 수질에

의 영향을 조사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연구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직접하수재이용에 따른 영향을 조사 분

석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간접하수재이용에 따

른 환경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로의 간접재이용

에 따른 논에서의 수질 및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수집한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

여 간접하수재이용에 따른 논에서의 수질 및 토양환경에의 영향

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시험지구 및 시험포장의 선정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간접재이용에 따른 수질 및 토양환경

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대비구는 하수처리수의 간접재이용에 따

른 영향을 비교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영농형태의 대표성을 가

져야 한다. 처리구의 경우, 유역 내에 하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 

방류구 하류 지점에 농업용수 수원공 및 논벼 재배지가 존재해

야 한다. 

본 연구를 위한 대비구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이동저수지

를 관개용수로 사용하는 용인모니터링지구 (YI)를 선정하였다. YI

는 가장 일반적인 관개용수 공급원인 저수지를 포함하며, 이동저

수지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처리구로

는 경기도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류지역에 위치한 오산모니터링

지구 (OS)를 간접재이용지구로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OS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하천 하류구간에서 양수장을 통해 

관개용수로 취수하여 이용하고 있다. Fig. 1은 간접하수재이용 

모니터링 지구의 개요를 나타낸다. 시험포장은 지구별로 다섯 포

장을 선정하였으며, 시험지구 내 선정된 시험포장에서는 논 유입

수와 담수, 그리고 논 토양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2. 모니터링 및 분석방법

수질시료는 2012년 한 해 동안 논벼 이앙기부터 최종 낙수기

까지 선정된 시험포장을 대상으로 유입수와 담수에 대하여 주 1

회 간격으로 샘플링하였다. 낙수기와 기상조건에 따라 논에 담

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논담수의 샘플링을 제외하였다. 

채취한 모든 수질시료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공동기기원

(NICEM)에 위탁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환경부, 2008)에 

따라 pH, EC, DO, TOC, BOD, COD, SS, 영양염류, 중금속, 

총대장균수 등 총 37가지 수질항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질

시료의 조사결과의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0 (SPSS, 

Inc., 2011)을 이용하여 모니터링지구 간 비교 및 통계적 유의성

을 평가하였다. 

토양시료는 대상지구의 모든 시험포장에 대하여 심층별 영양

물질 및 중금속의 집적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2년 한 

해 동안 이앙 전 (4월), 영농기 (2회; 7월, 9월), 수확 후 (11월), 

총 4회에 걸쳐 표층, 20 cm, 40 cm, 60 cm, 80 cm 토심별로 

채토기를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채취한 토양시료는 수질시료와 

같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공동기기원 (NICEM)에 위탁하여 

ASA (american society of agronomy)와 SSSA (soi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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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s: Osan treatment site (OS) with Osan wastewater treatment plant and Yongin contral site (YI) near Idong 
reservoir 

society of america)의 토양분석방법 (methods of soil analysis) 

(Chapman and Pratt, 1961)을 준용하여 pH, EC, 영양염류, 중

금속, 그리고 총대장균수 등 26가지 항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수질 조사 분석

가. 관개수질

Table 1은 모니터링지구의 유입수 수질 모니터링 결과를 수

질 분석 항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YI와 OS 모두 대부

분의 수질항목에서 농업용수수질기준과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수질권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H, DO, TOC, BOD 

등은 두 모니터링지구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영양염

류와 염분의 함량을 나타내는 수질항목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분석에 있어서 pH항목은 정규성을 만

족하기 때문에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samples t-test)

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의 수질항목은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고 

샘플의 수가 30개 미만으로 작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검정인 맨

-휘트니 검증 (Mann-Whitney U test)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37가지 항목 중, EC, COD, SS, T-N, T-P, 

NO3-N, PO4-P, Cl, SO4, Ca, Mg, Na, HCO3, Ni 등 14가지 

항목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특히, 관개수 중 염분의 함량을 대변하는 전기전도도 (EC) 

및 치환성양이온 (Ca, Mg, Na)의 함량이 유의수준 0.001 이내

로 나타났으며,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영양염류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용수로서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질 항목인 염분은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요소이다 (Grattan, 

2002). 대비구인 YI의 경우 유입수의 평균 전기전도도가 0.30 

dS m－1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처리구인 OS의 경우 

Ayers and Westcot (1985)가 제안하는 관개용수 수질 가이드

라인 0.70 dS m－1를 초과하는 0.96 dS m－1으로 사용상 다소

간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Jung et al (2006)에 따르

면 염해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다. 농업용수 중 염분에 따른 

작물피해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채소작물의 경우 조사된 

전기전도도에서도 생육을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에 (Ryu, 2000), 

시설재배지에 본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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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sults of water quality and statistical analysis for irrigation water on paddy fields

Item
Average±standard deviation

Water quality guideline Test p-value
YI OS

pH 7.50±0.34 7.49±0.57 5.8~8.5 ta 0.955

EC*** (dS m－1) 0.17±0.07 0.96±0.63 - Mb 0.000

DO (mg L－1) 8.91±2.41 11.66±12.96 - M 0.637

TOC (mg L－1) 3.46±4.28 4.52±3.49 - M 0.193

BOD (mg L－1) 0.81±0.31 2.00±3.40 ≤8 M 0.313

COD*** (mg L－1) 2.60±1.89 6.38±5.48 - M 0.000

SS** (mg L－1) 18.69±37.72 56.21±106.05 - M 0.005

T-N* (mg L－1) 0.86±0.66 3.34±3.44 - M 0.047

T-P*** (mg L－1) 0.04±0.02 1.60±4.86 - M 0.000

NO3-N* (mg L－1) 0.76±0.69 2.87±2.65 - M 0.038

NH4-N (mg L－1) 0.00±0.01 0.40±1.47 - M 0.257

PO4-P*** (mg L－1) 0.05±0.11 0.33±0.36 - M 0.000

Cl－** (mg L－1) 31.45±54.83 92.85±75.85 ≤250 M 0.001

SO4
2－* (mg L－1) 563.43±1150.04 11714.28±28005.96 - M 0.013

Ca2
＋*** (mg L－1) 13.63±5.71 90.68±65.82 - M 0.000

Mg2
＋*** (mg L－1) 3.62±1.63 7.57±3.76 - M 0.000

Na＋*** (mg L－1) 7.16±4.98 67.83±49.56 - M 0.000

K＋ (mg L－1) 3.41±1.12 7.46±6.10 - M 0.120

CN (mg L－1) 0.00±0.00 0.00±0.01 Non-Detection M 0.759

CO3
2－ (mg L－1) 0.00±0.00 12.00±29.01 - M 0.334

HCO3
2－* (mg L－1) 81.59±35.42 109.36±47.64 - M 0.017

Total coliform 

(MPN 100 mL－1)
15669.44±60351.87 19017.70±64278.13 ≤200 M 0.525

Fecal coliform

(MPN 100 mL－1)
7562.74±30244.60 183.29±644.24 - M 0.580

E. Coli (MPN 100 mL－1) 12.63±49.97 45.78±137.77 - M 0.294

Al (mg L－1) 0.28±0.16 3.24±10.38 ≤5 M 0.294

Cu (mg L－1) 0.01±0.01 0.05±0.12 ≤0.2 M 0.400

Ni* (mg L－1) 0.00±0.00 0.01±0.01 ≤0.2 M 0.043

Zn (mg L－1) 0.02±0.01 0.06±0.13 ≤2 M 0.110

As (mg L－1) 0.00±0.00 0.01±0.01 ≤0.05 M 0.822

Cd (mg L－1) 0.00±0.00 0.00±0.00 ≤0.01 M 1.000

Cr6
＋ (mg L－1) 0.00±0.00 0.00±0.00 ≤0.05 M 1.000

Co (mg L－1) 0.00±0.00 0.00±0.00 ≤0.05 M 1.000

Pb (mg L－1) 0.02±0.02 0.05±0.10 ≤0.1 M 0.473

Li (mg L－1) 0.00±0.00 0.00±0.01 ≤2.5 M 0.759

Mn (mg L－1) 0.16±0.29 0.24±0.32 ≤0.2 M 0.154

Hg (mg L－1) 0.00±0.00 0.00±0.00 ≤0.001 M 1.000

Se (mg L－1) 0.00±0.00 0.00±0.00 ≤0.02 M 1.000

a Indicates independent samples t-Test

b Indicates independent samples Mann-Whitney U Tes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p＜0.001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 치환성 양이온의 농도를 이용하여 

염분에 의한 또 다른 피해인 나트륨해를 판단할 수 있다. 소금의 

구성 성분인 나트륨은 점토 구조를 파괴하여 토양에 악영향을 

미치며, 토양수의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면 알칼리성 토양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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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투수성이 감소하고 배수불량이 될 수 있다. 반면, 칼슘 성분

이 주요 양이온 농도를 차지하면 토양은 입상구조를 갖게 되기 

쉬우며 투수성이 좋아진다 (Jung et al., 2006). 이와 같은 나트

륨 해는 나트륨 흡착률 (SAR, sodium adsorption ratio)을 이용

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대비구와 처리구 각각 0.4과 1.8로 Jung 

et al (2006)에 따르면 모두 나트륨 해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는 두 지구 모두, 나트륨보다 칼슘의 함량이 높은 것에 기

인한다. 

주요한 영양염류인 T-N의 경우, YI와 OS가 각각 0.86 mg L－1

와 3.34 mg L－1, T-P의 경우, YI와 OS가 각각 0.04 mg L－1

와 1.60 mg L－1로 처리구인 OS가 대비구인 YI에 비해 크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양

염류의 경우 그 자체가 유해한 것은 아니나, Chiou (2008)에 따

르면 하수처리수에는 일반적으로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이상의 

과다한 질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너무 과다한 질소는 벼의 경우 

지나친 성장을 유발하여 도복 등의 피해를 초래 (Setter et al., 

1997)할 수 있다. 또한, Kim et al (2007)에 따르면 하수처리수

를 관개용수로 사용할 경우 관행적인 관개용수 사용에서보다 수

체에서 영양염류에 의한 오염부하가 10 %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수재이용시 시비활동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

된다.

농작물의 생육에는 미량 중금속 등이 필요하나 하수 중에 포함

된 중금속 성분 농도가 높으면, 작물에 해를 미칠 수 있다. 구리 

(Cu)는 벼 잎의 백화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뿌리 성장을 억

제하고, 아연 (Zn)과 비소 (As)는 줄기의 백화현상과 뿌리 성장 

억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Asano et al., 2007). 수은 

(Pb), 카드뮴(Cd), 시안 (CN) 등은 유해독성 중금속으로 토양이

나 물에 용해되어 있으면 일정함량이상에서 작물에 축적되어 농

작물의 소비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제

한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2차처리 이상의 하수처리

장 방류수에는 자연함량과 유사한 수준의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yers and Westcot, 1985). 본 시험 결과, 대비구인 YI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거나 작물생육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

로 조사되었다. 처리구인 OS의 경우에서도 대부분의 중금속이 

MOE (2009)에서 제시한 권고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나 망간 (Mn)의 경우 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루미늄 (Al)의 경우에도 간헐적으로 초과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Mn과 Al 모두, 권고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물 생산성을 저하시키거나 작물에 유독하기 때문에 (Asano et 

al., 2007),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에서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다. 미처리 오폐수, 분뇨 등을 농업에 이

용하게 되면, 기생충 감염이나, 수인성 전염병 발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적절하게 처리되고 관리되지 않은 하수재이용으로 

인한 전염병 감염 사례 등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Mara and 

Cairncross, 1989). 본 연구에서 총대장균 (Total coliform)의 

경우 처리구와 대비구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으나 두 지구 모두, 하수재이용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처리 및 사용에의 제한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WHO (2006)에서는 생식작물의 관

개용수로는 하수의 생물학적 처리와 함께 소독처리를 필요로 하

며, 대장균 잔류농도를 보다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나. 논 담수

Table 2는 담수 수질 모니터링 결과를 수질 분석 항목별로 나

타낸 것이다. YI와 OS, 모두 대부분의 수질항목에서 관개수의 

수질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에 있어서 모든 

수질 항목이 충분히 큰 샘플수를 가지고 정규성을 만족하기 때

문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7가지 항목 중, 

EC, T-P, PO4-P, Cl-, SO4, Ca, Mg, Na, K, HCO3, Zn 등 

11가지 항목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개수에서와 같이 논담수 중 염분의 함량을 대변하

는 전기전도도 (EC) 및 치환성양이온 (Ca, Mg, Na)의 함량이 

유의수준 0.001 이내로 나타났으며, 영양염류는 관개수에서보다 

더 낮은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논의 경우 경작시기의 많

은 기간을 담수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COD와 SS의 경우 관개

수와 달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염류의 함량이 큰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농경지에서의 영양염류의 순환을 이해하고, 이의 배출

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T-N과 T-P의 경우 농경

지로부터 배출되는 비점오염이 점오염원에 비해 저농도이지만 유

출량이 막대하여 유역의 오염부하량 구성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천의 수질저하나 호소의 부영양화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Jung, 2008). 본 연구에서 관개수의 

경우, 하수처리장의 영향을 받는 OS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YI보다 영양염류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담수의 경

우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개수의 수질특성을 

고려한 시비활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실제

로 모니터링 지구의 시비활동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OS의 시

비량이 YI보다 적게 나타났는데 (Table 3), RDA (2007)에서 제

안한 표준시비량 (N: P: K＝110: 45: 57 kg ha－1)과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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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s of water quality and statistical analysis for pond water in paddy fields

Item
Average±standard deviation

Test p-value
YI OS

pH 7.15±0.62 7.14±0.42 ta 0.919

EC*** (dS m－1) 0.30±0.31 1.12±0.74 t 0.000

DO (mg L－1) 8.29±2.65 7.78±2.72 t 0.274

TOC (mg L－1) 6.61±8.38 7.85±7.68 t 0.375

BOD (mg L－1) 1.89±1.61 2.32±1.54 t 0.117

COD (mg L－1) 10.09±9.08 12.53±10.50 t 0.154

SS (mg L－1) 264.85±372.30 383.30±541.09 t 0.143

T-N (mg L－1) 2.68±7.50 5.74±23.03 t 0.302

T-P* (mg L－1) 0.52±0.58 0.79±0.84 t 0.030

NO3-N (mg L－1) 2.06±5.28 2.03±3.14 t 0.972

NH4-N (mg L－1) 0.36±2.48 0.92±6.35 t 0.501

PO4-P** (mg L－1) 0.09±0.09 0.21±0.30 t 0.002

Cl－*** (mg L－1) 32.86±61.81 107.26±90.18 t 0.000

SO4
2－** (mg L－1) 1098.60±4627.80 13034.59±28674.76 t 0.001

Ca2＋*** (mg L－1) 17.25±8.34 100.03±66.17 t 0.000

Mg2＋*** (mg L－1) 5.78±3.34 13.27±9.02 t 0.000

Na＋*** (mg L－1) 8.71±6.17 84.27±62.68 t 0.000

K＋*** (mg L－1) 5.64±3.61 11.06±6.26 t 0.000

CN (mg L－1) 0.00±0.00 0.00±0.00 t 0.466

CO3
2－ (mg L－1) 0.54±4.40 0.00±0.00 t 0.321

HCO3
2－*** (mg L－1) 86.58±47.48 125.33±57.02 t 0.000

Total coliform 

(MPN 100 mL－1)
21204.79±64272.61 90466.81±569094.87 t 0.324

Fecal coliform 

(MPN 100 mL－1)
5738.42±25249.62 3994.12±20898.26 t 0.665

E. Coli (MPN 100 mL－1) 17.27±67.24 7.73±22.51 t 0.274

Al (mg L－1) 11.59±19.14 15.24±21.07 t 0.298

Cu (mg L－1) 0.02±0.02 0.04±0.04 t 0.055

Ni (mg L－1) 0.01±0.02 0.02±0.01 t 0.105

Zn* (mg L－1) 0.05±0.06 0.08±0.08 t 0.017

As (mg L－1) 0.00±0.01 0.01±0.01 t 0.245

Cd (mg L－1) 0.00±0.00b 0.00±0.00b t -

Cr6＋ (mg L－1) 0.00±0.00b 0.00±0.00b t -

Co (mg L－1) 0.00±0.00b 0.00±0.00b t -

Pb (mg L－1) 0.03±0.04 0.04±0.04 t 0.593

Li (mg L－1) 0.01±0.02 0.01±0.01 t 0.868

Mn (mg L－1) 0.45±0.78 0.69±1.11 t 0.155

Hg (mg L－1) 0.00±0.00b 0.00±0.00b t -

Se (mg L－1) 0.00±0.00b 0.00±0.00b t -

a Indicates independent samples t-Test

b t cannot be computed because the standard deviations of both groups are 0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p＜0.001

때 대비구인 YI의 경우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나 OS의 경우 평균적으로 질소시비량은 33 %, 인산시비량은 

36 %, 칼리시비량은 29 % 가량 적게 시비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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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y of chemical properties from paddy soil in the monitoring sites

Classification
pH

(1:5)

EC

(dS m－1)

T-N

(mg kg－1)

T-P

(mg kg－1)

OM*

(%)

P2O5

(mg kg－1)

K

(cmolc kg－1)

Ca

(cmolc kg－1)

Mg

(cmolc kg－1)

Na

(cmolc kg－1)

SiO2

(mg kg－1)

Total coliform

(MPN 100 mL－1)

OSP 6.12 1.25 1,684 603 2.9 44 0.27 4.7 1.4 0.44 86 536,804

YIP 5.87 0.59 1,710 599 3.3 62 0.21 3.3 0.6 0.19 109 250,875

* OM indicates organic matter

Table 3 Summary of agricultural practices in paddy fields at the monitoring sites

Plot Cultivar Ploughing date Basal fertilization date Transplanting date Tillering fertilization

Total fertilizer application

(kg ha－1)

N P2O5 K2O

OSPa#01

Chucheongbyeo*

May 10 May 21 July 21 62 20 32

OSP#02 May 10 May 21 July 21 62 20 32

OSP#03 May 16 May 20 July 25 96 41 58

OSP#04 May 12 May 11 May 17 July 20 86 43 48

OSP#05 May 10 May 21 July 21 62 20 32

YIPb#01 May 18 May 16 May 22 July 20 108 52 50

YIP#02 May 18 May 16 May 22 July 20 108 52 50

YIP#03 May 18 May 16 May 22 July 20 108 52 50

YIP#04 May 15 May 24 July 20 108 52 50

YIP#05 May 14 May 18 May 30 August 1 106 50 57

* Oryza sativa L. ssp. japonica cv. Chuchengbyeo

a Monitoring paddy field belongs to Osan monitoring site (OS)

b Monitoring paddy field belongs to Yongin monitoring site (YI)

2. 토양 조사 분석

가. 논 토양 화학성분

토양환경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지정한 

논토양의 채취심도인 0∼15 cm에 가까운 표토와 20 cm의 모

니터링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Table 4). 그 결과 대비구인 YI와 

Fig. 2 Comparison between standard fertilizing amount and 
average fertilizing amount of each treatment 

처리구인 OS는 모두 염기성 토양으로 EC는 YI가 0.59 dS m－1, 

OS가 1.25 dS m－1로 두 배이상의 차이를 보였으며, T-N과 

T-P는 YI와 OS 각각 1,710 mg kg－1, 1,684 mg kg－1, 그리고 

599 mg kg－1, 603 mg kg－1으로 비슷하게 분석되었다. 또한, 

유기인산 (P2O5)과 유효규산 (SiO2)의 경우에는 YI와 OS 각각 

62 mg kg－1, 44 mg kg－1, 그리고 109 mg kg－1, 86 mg kg－1

으로 대비구인 YI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관개수에서 유의

하게 더 많은 양의 영양물질이 논으로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양에서의 T-N과 T-P의 농도가 비슷한 것에서와 같이 시비활

동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치환성 양이온 (K, Ca, Mg, 

Na)은 처리구인 OS에서 더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특히 EC에

서의 차이와 같이 생활하수에 함유된 염분의 영향으로 Na의 경

우 두 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총대장균의 경우에도 대비구에 

비해 처리구인 OS에서 두 배가 넘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시간 및 토심에 따른 논 토양 화학성분의 변화는 시비활동과 

관련이 큰 T-N, T-P, 그리고 P2O5의 경우 두 지구 모두 시간

과 토심에 따른 변화의 양태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관개수 

수질특성을 반영하는 EC, Ca, Mg, Na, 그리고 총대장균 등은 

대비구인 YI는 시간과 토심에 따른 변화가 작지만 처리구인 OS

는 시간과 토심에 따른 변화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 



(a) EC variation in soil profile with time in OSP (b) EC variation in soil profile with time in YIP

(c) Na variation in soil profile with time in OSP (d) Na variation in soil profile with time in YIP

(e) T-N variation in soil profile with time in OSP (f) T-N variation in soil profile with time in YIP

(g) T-P variation in soil profile with time in OSP (h) T-P variation in soil profile with time in YIP

Fig. 3 Temporal changes of chemical properties in soil profiles from OS paddy fields (OSP) and YI paddy fields (Y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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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 variation in soil profile with time in OSP (j) Ca variation in soil profile with time in YIP

(k) Mg variation in soil profile with time in OSP (l) Mg variation in soil profile with time in YIP

(m) P2O5 variation in soil profile with time in OSP (n) P2O5 variation in soil profile with time in YIP

(o) Total coliform variation in soil profile with time in OSP (p) Total coliform variation in soil profile with time in YIP 

Fig. 3 Temporal changes of chemical properties in soil profiles from OS paddy fields (OSP) and YI paddy fields (YIP)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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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d content in soil profile (b) Cu content in soil profile

(c) As content in soil profile (d) Hg content in soil profile

(e) Pb content in soil profile (f) Zn content in soil profile

(g) Ni content in soil profile

Fig. 4 Heavy metal contents from paddy soil in soil profiles from OS paddy fields (OSP) and YI paddy fields (Y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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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mmary of heavy metal contents from paddy soil in the monitoring sites (mg kg－1)

Classification Cd Cu As Hg Pb Cr6＋ Zn Ni

OSP 0.869 18.876 11.746 0.036 20.341 0.000 78.526 18.428

YIP 0.639 15.668 10.598 0.035 19.732 0.000 54.653 18.147

National average levela 1.146 16.657 5.297 0.035 22.013 0.263 62.486 13.335

Soil contamination warning standardsb 4.000 150.000 25.000 4.000 200.000 5.000 300.000 100.000

a National average level of heavy metal contents from paddy soil according to the soil pollution investigation of MOE (2012b)

b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of MOE (2009b) includes soil contamination warning standards

나. 논 토양 중금속 함량

환경부에서 4년마다 실시하는 토양오염도조사와 비교하기 위

하여 카드뮴 (Cd), 구리 (Cu), 비소 (As), 수은 (Hg), 납 (Pb), 

크롬6가 (Cr6＋), 아연 (Zn), 니켈 (Ni) 등 8가지 중금속에 대하

여 표토와 20 cm의 모니터링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Table 5). 

그 결과, Cd, Pb, 그리고 Cr6＋는 전국 논 오염도보다 낮은 오염

도를 보였으나, Cu, Hg, 그리고 Zn은 대비구인 YI는 전국 논 오

염도보다 낮고 처리구인 OS는 높은 것으로 조사분석되었다. 특

히, As와 Ni의 경우에는 두 지구 모두 전국 논 오염도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관개수에서는 검출되지 않거나 

매우 낮은 함량을 보이는 중금속 성분이 전국 논 오염도를 상회

하는 것은 지역적 토양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모든 조사대상 중금속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검출된 Cr6＋를 제외한 7가지 중금속에 대하여 토심별 농도

를 조사한 결과 Hg을 제외한 모든 중금속 항목에 대하여 모든 

토심에서 처리구인 OS의 중금속 함량이 높게 검출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인 모든 중금속에 대하여 대비구인 YI의 경우 토심이 깊

어질수록 중금속 함량이 비슷하거나 낮게 검출되었으며 처리구

인 OS의 경우 표토에서 전국 논 오염도보다 많이 검출된 As와 

Ni은 토심이 깊어질수록 함량이 높게 검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Fig. 4).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간접재이용에 따른 논

에서의 수질 및 토양환경에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대비구로는 용

인시에 위치한 이동저수지를 관개용수로 하는 용인모니터링지구 

(YI)를 선정하고, 처리구로는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류지역에 위

치한 오산모니터링지구 (OS)를 간접재이용지구로 선정하여 모니

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각 모니터링 지구별로 다섯 개의 논 포장

을 대상으로 논 유입수와 담수, 그리고 논 토양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1. 처리구와 대비구의 시험포장으로 유입되는 관개수질을 채취

하여 분석한 결과수질분석항목 37가지 중, EC, COD, SS, T-N, 

T-P, NO3-N, PO4-P, Cl, SO4, Ca, Mg, Na, HCO3, Ni 등 14

가지 항목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특히 관개수 중 염분의 함량을 나타내는 EC 및 치

환성양이온 (Ca, Mg, Na)의 함량이 유의수준 0.001 이내로 분

석되었다. 

2. 논 담수의 경우 EC, T-P, PO4-P, Cl, SO4, Ca, Mg, Na, 

K, HCO3, Zn 등 11가지 항목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관개수에서와 같이 전기전도도 

(EC) 및 치환성양이온 (Ca, Mg, Na)의 함량이 유의수준 0.001 

이내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시비활동의 영향으로 영양물질은 관

개수에서보다 더 낮은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논 토양의 화학특성 조사분석 결과 대비구와 처리구 모두 

염기성 토양으로 EC, Ca, Mg, Na, K, 그리고 총대장균은 처리구

인 OS에서 더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시비활동의 영향으로 P2O5, 

SiO2의 경우에는 대비구인 YI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T-N, T-P

는 두 지구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비활

동과 관련이 큰 T-N, T-P, 그리고 P2O5의 경우 두 지구 모두 

시간과 토심에 따른 변화의 양태가 비슷한 모습을 보였으나 관

개수 수질특성을 반영하는 EC, Ca, Mg, Na, 그리고 총대장균 

등은 처리구인 OS에서 시간과 토심에 따른 변화가 큰 것으로 나

타난 반면, 대비구에서는 변화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논 토양 중금속함량 조사결과 대비구와 처리구 모두 토양

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미검출된 Cr6＋를 제외한 7가지 중금속에 대하여 토심별 

함량을 조사한 결과 Hg을 제외한 모든 중금속 항목에서 처리구

인 OS의 중금속 함량이 모든 토심에서 높게 검출되었고, 조사대

상인 모든 중금속에 대하여 대비구의 경우 토심이 깊어질수록 

중금속 함량이 비슷하거나 낮게 검출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처리

구의 경우 표토에서 전국 논 오염도보다 많이 검출된 As와 Ni은 

토심이 깊어질수록 함량이 높게 검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 분석된 간접하수재이용에 따른 논에서의 

수질 및 토양환경에의 영향은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간접재

이용하기 위한 관개용수 수질기준을 마련하고, 간접재이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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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절한 시비량을 포함한 영농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간접재이용시스템 개발과 적용”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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