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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ricultural soils around springwaters heavily affected by pesticide run-off and around wells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were collected at 24 stations in Jeju Island, and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adsorption and leaching 
characteristics of four nonionic pesticides (diazinon, fenitrothion, alachlor, and metalaxyl) were investigated. The values of the 
major soil factors affecting the adsorption and leaching of pesticides, namely, soil pH(H2O), organic matter content, and cation 
exchange capacity (CEC), were in the range of 4.64 8.30, 0.9 13.1% and 12.7 31.7 meq/100 g, respectively. The 
Freundlich constant, KF value, which gives a measure of the adsorption capacity, decreased in the order of fenitrothion > diazinon 
> alachlor > metalaxyl, which was identical to their lower water solubility. Among the collected soils, the KF value was very 
highly correlated with organic matter content (r2 = 0.800 0.876) and CEC (r2 = 0.715 0.825) and showed a high correlation 
with clay content (r2 = 0.473 0.575) and soil pH(H2O) (r2 = 0.401 0.452). The leaching of pesticides in the soil column 
showed a reverse relationhip with their adsorption in soils, i.e., the pesticides leached more quickly for the soils with lower values 
of organic matter content and CEC among the soils and for the pesticides with higher water solubility. 

Key words : Adsorption, Leaching, Nonionic pesticides, Soils of Jeju Isl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oils, Freundlich 
constant (KF)

1. 서 론1)

농산물 증 를 위해 농약의 점차적인 증가로 인해 

초래되는 환경오염문제가 전세계적인 이슈로 두되

고 있으며(Nometh-Konda et al., 2002), 이들 물질의 

토양, 지하수 및 지표수의 오염은 직접적인 노출 또는 

음식물 및 음용수에서 잔류를 통해 환경 및 인간의 건

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Lars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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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제주도 감귤원 등의 농경지에서는 diazinon 

(O,O-diethyl O-2-isopropyl-6-methylpyrimidin-4-yl 
phosphorothioate), fenitrothion (O,O-dimethyl O-4- 
nitro-m-tolyl phosphorothioate) 등의 유기인계 살충

제, chloroacetamide계 제초제인  alachlor [2-chloro-N 
-(2,6-diethylphenyl)-N-(methoxymethyl) acetamide] 
등의 비이온성 농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비이온

성 농약으로서 식물병원균에 해 잔류성이고 침투성

인 acylalanine계 살균제인 metalaxyl 
[methyl-N-(2,6-dimethylphenyl-N-(2-methoxy 
acetyl)-DL-alaninate]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

용되고 있으며(Sharma and Awasthi, 1997), 제주도에

서도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지하수에 검출되어  

이 농약을 2004년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공급 및 사용제한 농약품목으로 고시하

였으나 이후에도 골프장에서 검출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08).
농경지 등에 살포되는 농약은 작물체에 부착되기

도 하지만 이의 양은 적은 편이며 부분 토양 중에 유

입된다(Leonard, 1990). 토양 중에 농약이 유입되면 

농약은 토양 중의 액상과 고상에 분배되고 이는 많은 

다른 측면의 농약의 거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토양 

고상으로의 흡착과정은 휘발성, 생물이용률(효능, 분
해율),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표면하로 이동성(용
탈)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Gustafson, 1989), 흡착 및 

용탈은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유기물 함량, 양이온

교환용량(CEC), 토성, 토양 pH, 화학적 성분 및 광물

조성), 기후조건(온도, 수분함량) 및 농약의 성질(물에 

한 용해도, 증기압, 친수성-소수성 성질, 이온상태, 
화학적 광학적 생물학적 성질) 등의 요인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Kam et al., 1999; Kah and Brown, 
2006). 일반적으로 토양에 강하게 흡착되고 물에 해 

낮은 용해도를 가지고 있는 농약은 토양 중에서 비교

적 용탈되기 어렵다(Kim, 2001). 
제주도 토양은 63개 토양통으로 육상에 비해서 매

우 다양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으며, 크게 흑색 

화산회토, 농암갈색 화산회토, 암갈색 비화산회토 및 

갈색토 등 토양색에 의해 4개의 토양군으로 구분되며, 
농암갈색 화산회토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

다. 따라서 다양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 제

주도 토양에서 농약의 흡착 및 용탈을 포함한 거동은 

크게 다를 것이다. 또한 제주도 토양은 분류학적으로 

토양층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Entisol 및 Inceptisol
에 속하는 토양이 많아 표토층이 얕고 투수성이 매우 

양호한 지질학적 특성을 갖고 있어 토양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은 용탈되어 지하수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매

우 높다(Hyun et al., 2007). 따라서 제주도 토양 중에 

살포되는 농약은 지하수 오염과 직결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농약사용의 제한이 가능하도

록 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

는 제주도 토양에서 토양으로부터 농약의 유출에 의

해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용천수가 위치하고 있는 주

변 농경지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에 지하수 

관정이 있는 농경지 등 24개 지점의 토양에 해 상

기 언급한 비이온성 농약인 diazinon, fenitrothion 등
의 유기인계 살충제, chloroacetamide계 제초제인 

alachlor 그리고 acylalanine계 살균제인 metalaxyl에 

해 흡착 특성을 검토하였고, 또한 다양한 표 토양

에 해 용탈 특성을 살펴 보았다.

2. 재료 및 방법

2.1. 토양시료 및 농약 

토양시료 채취지점은 주로 토양으로부터 농약의 

유출에 해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용천수(해수의 영

향을 받지 않고 상시 채수가 가능한 지점)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 농경지 14개 지점과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

을 고려하여 주변에 지하수 관정이 있는 농경지 10개 

지점 등 24개 지점을 선정하여 토양시료를 채취하였

다(Fig. 1). 토양시료는 GPS (GARMIN, GPSmap 60CSx)
로 시료채취 지점을 확인한 후 15 cm 내외의 지표층

을 상으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채취하였

으며, 표면의 잡초, 유기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폴리에틸렌봉지에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여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채취한 지점의 토양은 토양의 정밀조사(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1976)에 의한 토양통, GPS로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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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mpling sites of soils in Jeju Island in this study. 

위 경도,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 용천수 및 지하수관

정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실험실로 운반된 토양시

료는 스테인레스제 밧트(vat)위에 균일한 두께로 하여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통풍이 잘되게 헤쳐 

놓고 풍건시킨 다음, 나무망치로 분쇄하여 눈금간격 

2.0 mm의 표준체로 체걸음 한 것을 분석용 시료로 하

였다.  
본 시험에 사용된 비이온계 농약은 현재 감귤원 등

의 농경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기인계 살충제인 

diazinon, fenitrothion, chloroacetamide계 제초제인 

alachlor 그리고 acylalanine계 살균제인 metalaxyl 등 

4종을 공시농약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농약은 

Supelco사(USA)에서 생산된 99.5%의 농약을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이들 각 농약 일정량을 취하여 잔류농

약 분석용 acetone에 녹여 1000 μg/mL 되도록 stock 
solution을 제조하였다. 흡착시험에 사용된 용액의 농

도는 농약의 물에 한 용해도(diazinon  19 mg/L, 
fenitrothion 60 mg/L, alachlor 240 mg/L, metalaxyl 
7,100 mg/L ) (Tomlin, 1994)를 고려하여 모두 0.5 
10 μg/mL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5개 농도가 되도록 

1000 mL 용량플라스크에 stock solution의 일정량을 

취하여 놓고, 용액의 전해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

키기 위하여 1 M CaCl2 10 mL를 가하여 0.01 M이 되

게 하였다. 

2.2. 실험 방법

채취한 토양 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

해 토양 pH(H2O), 토양 pH(NaF), 토양 유기물함량, 
양이온 치환용량(CEC), 토양색 및 토성(soil texture)
을 분석하였으며, 토양 pH(H2O)는 토양:물 = 1:5법, 
화산회토 여부를 확인하는 토양 pH(NaF)는 1:50법, 
유기물 함량은 Walkley & Black법(1934), 양이온 치

환용량(CEC)는 1 M CH3COONH4법(Page, 1985), 토
양색은 Munsell color법, 토성은 피펫법(Choi et al., 
2002)에 따라 수행하였다. 

토양 중 상기 4종의 농약 흡착실험은 표준 batch 
equilibrium technique에 의해 수행하였다. 채취한 토

양 1.0 g과 위에서 조제한 농약 시험용액 20 mL을 40 
mL borosilicate glass vial에 취하고 screw cap으로 막

은 후, 20 로 유지한 항온수조에서 0.5 36시간 동안 

일정시간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수평진폭 180 rpm
으로 진탕시키고,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4000 rpm으

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징액 5 mL를 borosilicate 
glass vial에 분취하고 hexane과 ethyl acetate를 1:1 혼
합한 추출용매 5 mL를 넣어 안쪽면이 teflon으로 처

리된 septum을 가진 screw cap으로 막은 후 1분간 강

하게 흔들어 농약성분을 추출하였다. 그 후 30분간 방

치한 다음 유기용매층 2 μL를 GC/MS/MS (Varian 
240-MS)에 주입하여 상징액 중의 농약성분을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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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Soil series
Location 

Land use Surrounding spring water and 
well No.  Longitude Latitude

1 Ora series 126.33.31 33.16.05 orchard Jijangsaem

2 Yongsu series 126.31.37 33.14.41 orchard Sokgolmul

3 Ora series 126.26.49 33.14.41 orchard Seonggwaetnaetmul

4 Ora series 126.33.13 33.14.18 farm products Nonjitmul

5 Donggui series 126.24.28 33.15.42 orchard Saengsumul

6 Ora series 126.21.07 33.15.41 orchard Tongmul

7 Ora series 126.19.53 33.14.29 farm products Hagangmul

8 Inseong series 126.17.56 33.13.40 - Bungeomot

9 Haweon series 126.13.50 33.14.22 - Halmangmul

10 Donggui series 126.24.01 33.26.31 orchard Yusuamcheon

11 Ido series 126.10.17 33.17.59 farm products D-181

12 Gangjeong series 126.10.27 33.19.14 farm products F-011

13 Donggui series 126.15.44 33.24.15 farm products Mundumul

14 Sara series 126.22.04 33.28.12 orchard D-011

15 Donggui series 126.24.22 33.28.56 fallow ground Paengpungmul

16 Ora series 126.26.06 33.29.24 farm products Gumyeongmul

17 Jungeom series 126.37.40 33.31.04 orchard F-375

18 Gujwa series 126.43.36 33.32.16 farm products F-156

19 Gujwa series 126.46.34 33.32.40 farm products D-019

20 Minag series 126.48.47 33.31.37 farm products D-012

21 Jeju series 126.51.38 33.26.33 farm products 89Susan

22 Donggui series 126.48.14 33.23.25 farm products D-020

23 Gueom serie 126.43.13 33.17.10 orchard Jineungyo

24 Ora series 126.42.53 33.19.24 orchard F-389

Table 1. Soil series, location, land use and surrounding spring water or well of sampling sites  

하였다.
흡착량 계산은 상징액 중 잔류량 외에는 흡착된 것

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였으며, 토양을 가하지 않은 공

시험에 해서도 시료에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검량선으로 사용하였다.
토양 중 농약의 용탈특성은 흡착특성에서 검토된 

토양 중 농약의 흡착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기물 농도(Singh et al., 1990; Kah and Brown, 
2006)가 매우 높은 토양(24), 매우 낮은 토양(16) 및 

중간 정도(3)의 3종류의 토양을 선정하여 PTFE 재질 

stopcock가 부착된 내경 5 , 길이 30 인 glass 
column에서 20 (392.5 ) 까지 충진하여 수행하였

다(Fig. 2). 이 때 칼럼 하부에 grid를 끼우고 토양을 충

전한 후 grid 및 산처리된 sea sand를 충전하였다. 토
양의 용탈시험은 일반적으로 자연조건에서 토양의 용

적밀도(bulk density)에 기인하여 수행하고(Sharma 
and Awasthi, 1997) 이 때 사용된 흑색 화산회토, 농암

갈색 화산회토 및 암갈색 비화산회토의 용적밀도

(bulk density)는 각각 0.5 0.7, 0.9 1.0, 1.0 1.2의 

범위에 있어(Hyun et al., 1995; Kam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자연조건과 유사한 토양조건을 만들기 위

해 토양 24, 토양 3 및 토양 16에 해 용적밀도를 0.7, 
0.9 및 1.0가 되도록 24번 토양은 313 g, 3번 토양은 

376 g, 16번 토양은 413 g을 가하고 층위별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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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No. 
Added amount 

(g) 
Bulk density

(g/cm3)
Particle density

(g/cm3)
Pore volume

(PV, mL)
Porosity

(%) 

3 376 0.9 2.06 221 56.3

16 413 1.0 2.07 203 51.6

24 313 0.7 2.01 256 65.2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the soil column (5 cm × 20 cm) for leaching experiment 

구조가 되도록 유리봉으로 잘 다지면서 충전하였다. 
칼럼내 충전된 각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Table 2
와 같다.  

각 토양칼럼을 증류수로 포화시킨 후 농약 1000 μ
g/mL 4 mL를 각각  토주 표면에 골고루 spiking 하고, 
용탈액은 0.01 M CaCl2 용액을 사용하여 28일 동안 

수행하였다. 유출속도는 3번 토양의 경우 14.0± 2.8 
mL/hr, 16번 토양의 경우 13.2± 2.5 mL/hr, 24번 토양

의 경우 4.1± 0.7 mL/hr 이며, 용탈수는 50 mL 액량계

를 사용하여 20-40 mL 단위로 수집하여 흡착시험에서

와 동일한 방법으로 농약의 용탈정도를 측정하였다. 
용액 중의 농약은 HP-5MS capillary column (30 m 

x 0.25 mm ID x 0.25 μm film thickness, Agilent, 
USA)으로 분리하고 이를 질량분석기로 정량하는 

GC/MS/MS (Varian 240-MS)에 주입하여 상징액 중

  

Fig. 2. A Schematic diagram of leaching experiment using 
soil column.

의 농약성분을 정량하였으며, 분석조건은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농약의 분석조건에 한 농약

의 검출한계 및 회수율을 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농약의 흡착에 크게 기여하는 유기물 함량을 기준으

로 하여 유기물 농도가 가장 높은 토양(24) 및 가장 낮

은 토양(16) 각각 7개 시료에 상기 농약 0.0625 μg/g 
및 0.625 μg/g을 각각 가하고 전처리 및 분석조건에 

따라 측정한 농도에 한 표준편차와 자유도(6) 및 

99% 신뢰수준의 계수 t값(3.707)을 곱하여 검출한계

(Method Detection Limit, MDL)를 구하였으며, 또한 

첨가한 농도에 한 회수율을 측정하였다. 토양 중 농

약의 검출한계(MDL)는 diazinon, fenitrothion, 
alachlor 및  metalaxyl에 해 6.04 6.45 ng/g, 8.3
4 9.38 ng/g, 8.23 9.65 ng/g, 8.97 9.34 ng/g 이었

다. 그리고 농약의 회수율은 0.0625 μg/g, 0.625 μg/g
에 해 diazinon은 각각 85.3 93.8%, 87.0 90.7%, 
fenitrothion은 각각 70.4 77.8%, 76.2 81.8%, 
alachlor는 각각 82.5 91.4%, 83.2 88.59%, 
metalaxyl은 각각 86.6 97.1%, 89.6 97.0% 의 범위

로 농약 및 토양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비교

적 양호한 회수율을 보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토양 시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Table 4
에 나타내었다. 토양 pH(H2O)는 4.64 8.30(평균 

6.09)로 채취지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오염되

지 않은 제주도 63개 토양통에서 채취한 값(4.6 8.3)
과 동일하였다(Kim et al., 2015). 그러나 본 채취지점

의 평균값은 이들 지역의 평균값(5.5) 보다는 상 적

으로 높은 값을 보였고, 전국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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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ticides MW Column Injection 
temp.

Oven 
temp.

Columm 
flow Q1 MRM1 MRM2 eV

Diazinon 304

HP
-5MS 270 

100 (1 min) 
10 /min 

270 (1 min) 
3 /min

1.0 
mL/min

304 179 137 30

Fenitrothion 277 277 260 109 10

Alachlor 269 188 131 160 15

Metalaxyl 279 206 132 162 10

Table 3. Analytical conditions of nonionic pesticides (diazinon, fenitrothion, alachlor and metalaxyl) by GC/MS/MS

평균값인 6.6(Ministry of Environment, 2005) 보다 

상 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토양 중 화산회토/비화산회토의 

분류 방법으로 미국 농무성 Soil Taxonomy Andepts
의 중요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 NaF 용액을 이용한 

allophane test 반응이 이용되고 있으며, pH(NaF)>9.4 
이면 화산회토로 분류하고 있다(Calhoun et al., 
1972). 본 연구에 사용된 전체 토양의 pH(NaF)는 7.3
4 11.29 범위(평균 8.96)에 있으며, pH(NaF)>9.4를 

화산회토의 분류기준 적용하면 토양시료 중 화산회토

는 10개(9.47 11.29, 평균 10.26), 비화산회토는 14
개(7.34 8.81, 평균 8.05)로 분류되었다. 

토양 유기물은 동식물의 잔재가 토양으로 유입되

어 분해되어 생성된 것으로, 농약의 흡착에 있어서 가

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즉, 유기물 농도가 

높을수록 농약의 흡착량과는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갖

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ingh et al., 1990; Kah and 
Brown, 2006). 전체 토양시료의 유기물 함량은 0.9
13.1%(평균 5.0%)을 보였으며, pH(NaF)로 분류한 화

산회토 및 비화산회토의 유기물 함량은 각각 0.9
13.1%(평균 6.4%), 0.9 10.7%(평균 3.9%)로 화산회

토, 비화산회토 관계없이 큰 차이를 보였고, 화산회토

의 평균농도는 비화산회토에 비해 약 1.6배 높은 농도

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육지부 일반토양의 유기물

이 2%를 약간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

준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 토양에서 양이온치환용량(CEC)는 주로 유

기물에 기인된다고 보고되고 있다(Park et al., 1985). 
토양시료 전체의 CEC는 12.7 31.7 meq/100 g(평균 

20.8 meq/100 g)으로 채취지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

였지만, 화산회토 및 비화산회토의 CEC는 각각 14.
8 31.5 meq/100 g(평균 23.9 meq/100 g), 12.7-31.7 
meq/100 g(평균 18.9  meq/100 g)으로 평균값은 화산

회토가 비화산회토보다 약 1.3배 높았다. 
토양의 색은 모암, 유기물의 함량, 함수율 등에 따

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Munsell Color Chart'를 이용

하여 토양색을 측정한 결과 채취된 토양시료의 토색

은 흑색 6개, 갈색 4개, 암갈색 3개, 농암회갈색 2개, 
암황갈색 1개를 나타내었으며, 체적으로 유기물 함

량이 높은 토양일수록 흑색, 농암회색을 띄었다. 
토성(soil texture)을 살펴보면, 점토(clay) 9.4

42.7%(평균 21.2%), 실트(silt) 9.8 58.1%(평균 

22.6%), 모래(sand) 19.7 76.4%(평균 56.2%)로 채

취지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모래 

함량이 점토나 실트에 비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점토나 실트함량은 비슷하였다. 이의 함량

에 따른 토성은 식양토(clay loam) 7개, 경식토(light 
clay), 사질식양토(sandy clay loam) 및 사양토(sandy 
loam)이 각각 4개, 미사질양토(silty loam) 및 양토

(loam)가 각각 2개, 사질식토(sandy clay)가 1개로 분

류되었다. 

3.2. 토양 중 비이온계 농약의 흡착 특성

3.2.1. 흡착평형 도달시간

토양에서 농약의 흡착은 진탕시간이 흡착량에 많

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토양의 농약 흡착에서 진탕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양의 농약 흡착에

는 여러 가지 요인의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관여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자는 유기물 함량으로 알려져 

있다(Singh et al., 1990; Kam et al., 1999; Ka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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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No 

pH Organic matter 
(%)

CEC
(meq/100 g) Soil color 

Soil texture

H2O NaF Clay (%) Silt (%) Sand (%)

1 5.03 10.14 6.7 29.7 Black
Loam

12.2 21.4 66.4

2 4.69 8.60 7.4 26.1
Very dark grayish 

brown
Clay loam

16.5 24.7 58.8

3 5.15 9.71 7.5 21.9 Very dark gray
Light clay

34 13 53

4 5.49 10.23 3.8 19.6 Black
Loam

11.5 23.1 65.4

5 6.70 8.81 4.6 16.1 Very dark gray
Clay loam

16.4 24.7 58.9

6 5.29 9.56 4.3 30.3 Black
Light clay

41.9 23.9 34.2

7 8.30 8.44 4.2 13.8 Dark brown
Sandy clay loam

17.1 9.8 73.1

8 8.07 8.74 3.0 17.6 Very dark gray
Clay loam

17.1 34.2 48.7

9 6.87 7.40 2.5 16.7 Brown
Silty loam

12.4 58.1 29.5

10 6.11 7.68 10.7 31.7 Very dark gray
Light clay

38.8 20.6 40.6

11 6.56 7.86 3.6 16.1 Very dark gray
Sandy loam

13.4 13.4 73.2

12 4.92 7.34 0.9 12.7 Brown
Sandy loam

14.9 18.9 66.2

13 8.22 8.58 4.0 13.3 Brown
Clay loam

15.3 25.5 59.2

14 5.00 8.31 3.1 16 Dark brown
Clay loam

16.3 31.1 52.6

15 5.72 7.34 2.7 15.7 Dark brown
Sandy loam

9.4 14.2 76.4

16 6.82 7.50 1.2 16.1
Very dark grayish 

brown
Clay loam

17.1 25.8 57.1

17 5.47 8.01 1.4 25 Brown
Sandy clay loam

24.9 12.2 62.9

18 7.97 9.47 1.2 21.2 Very dark gray
Light clay

42.7 14.2 43.1

19 8.02 10.12 0.9 14.8
Dark yellowish 

brown
Clay loam

15.2 26.7 58.1

20 4.93 10.98 4.1 18.2 Black 
Sandy clay loam

22.6 15.1 62.3

21 5.15 11.29 11.7 25.4 Black
Sandy clay

29.3 14.8 55.9

22 6.33 10.95 10.3 26.2 Black
Clay loam

17.8 22.2 60

23 4.64 8.12 7.5 23.6 Very dark gray
Sandy clay loam

15.4 9.8 74.8

24 4.76 10.20 13.1 31.5 Very dark gray
Silty clay

35.7 44.6 19.7

Table 4.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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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adsorption kinetics of diazinon, fenitrothion, alachlor, and metalaxyl in soils.  

Brown, 2006). 
토양의 농약 흡착시험에서 부분의 연구자들이 

흡착평형시간을 24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Hu et 
al., 1998; Kam et al., 1999) 일부 연구자는 2 72시간

까지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Cheah et al., 1997; Niwas 
et al., 2000), 적정 흡착평형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채

취한 토양 중 유기물 농도가 가장 낮은 토양(16), 가장 

높은 토양(24) 및 토양을 사용하지 않은 조군을 사

용하여 0.01 M CaCl2를 함유하는 상기 농약(diazinon, 
fenitrothion, alachlor, metalaxyl) 10 ng/mL 20 mL를 

40 mL borosilicate vial에 취하고 0.5시간에서 36시간

까지 변화시키면서 20 의 항온수조에서 진탕시켜 

상징액 중의 각 농약의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토양의 종류에 따라 

토양 24의 경우 6시간 이내 35 52% 흡착되고 이후 

18시간까지 서서히 흡착되어 평형에 도달하였으며, 
그 후 18시간 동안에는 흡착평형농도의 변화가 없었

다. 토양 16의 경우 토양 24와 마찬가지로 흡착능에 

차이를 보였지만 비슷한 흡착거동을 보임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공시험액에서 유리용기에 흡착 또는 휘발

성에 의한 농약의 손실이 없었다. 따라서 24시간 흡착

평형 후 농약의 농도변화는 흡착된 것으로 계산하였다. 

3.2.2. 비이온계 농약의 흡착특성

본 연구에서 채취한 24개 토양시료의 농약 흡착능

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토양시료 1.0 g을 농약의 용해

도를 고려하여 조제한 0.5, 1, 2, 5, 10 μg/mL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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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diazinon, fenitrothion, alachlor, metalaxyl)을 함

유하는 0.01 M CaCl2 20 mL에 가하여 2.2의 농약의 

흡착실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흡착평형 후 그 결

과를 농약 흡착 연구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Freundlich 흡착등온식(Kim and Feagley, 1998; Kam 
et al., 1999)에 적용하였으며, 이는 식 (1)과 같이 표현

된다.

log  log  


                           (1)

여기서 x/m는 단위 토양 무게당 흡착된 농약의 양

(μg/g), Ce는 흡착평형 후 용액 중의 농약의 농도

(ng/mL), KF와 1/n 는 Freundlich 상수이다. KF는 각 

토양에 한 농약의 상 적 흡착용량을 나타내는 지

표이고, 1/n는 용액 중 평형농도와 흡착량 사이의 상

적 직선성 정도를 나타내는 흡착강도의 지표이다. 
x/m는 식 (2)에 의해 구할 수 있다. 






 
                                              (2)

여기서 Co는 초기 농약의 농도, V는 용액의 부피

(mL), M는 토양의 양(g)이다. 
상기 농약에 한 Freundlich 흡착등온식 중 

alachlor에 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고, 4종의 

농약에 해 Freundlich 흡착등온식으로부터 구한 흡

착 파라미터 및 결정계수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Fig. 4 및 Table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결정계

수(r2)는 0.94 이상으로 이는 모든 흡착 데이터가 

Freundlich 흡착등온식에 잘 부합된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Cao et al., 2008). 
토양에 따른 KF 값은 diazinon의 경우 6.0 36.8, 

fenitrothion의 경우 7.3 52.3, alachlor의 경우 2.8
21.0, metalaxyl의 경우 1.7 10.3으로 토양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농약의 종류사이에서는 체적으로 

fenitrothion > diazinon > alachlor > metalaxyl 의 순

으로 흡착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약의 물에 

한 용해도가 낮을수록 높은 흡착량을 보인다는 결과

와 일치하고 있다(Kim and Feagley, 1998; Kam et al., 

1999). 또한 토양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는 있

지만 체적으로 soil 24 > soil 21 > soil 10 > soil 22 
> soil 23 > soil 3 > soil 1 > soil 6 > soil 20 > soil 2 > 
soil 17 > soil 4 > soil 5 > soil 18 > soil 14 > soil 11 > 
soil 15 > soil 8 > soil 9 > soil 12 > soil 16 > soil soil 
13 > so1l 19, soil 7의 순서를 보였으며, 체적으로 

유기물 농도 및 CEC가 높은 토양이 높은 KF 값을 보

였다. 
토양 중의 농약의 흡착에 있어 KF값은 토양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상관성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어(Kah 
and Brown, 2006), 토양 중의 유기물 함량, CEC, 토성 

중 점토 및 실트 함량 및 토양 pH와의 상관성을 검토

하여 그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6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KF값은 농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유기물함량, CEC 및 점토함량과는 비교적 높은 상관

성을 보이며, 특히 유기물 함량과는 매우 높은 상관성

(r2 = 0.800 0.876)을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으

로 CEC(r2 = 0.715 0.825), 점토함량(r2 = 0.473
0.575),, 토양 pH(r2 = 0.40 0.45)의 순으로 상관성을 

보였으며, 토성 중 silt 함량과는 상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기물 함량 및 점토함량이 

높은 토양일수록 보통 더 많은 농약을 흡착하고 하부

로의 이동을 지연시킨다는 연구결과(Inoue et al., 
2004; Abate and Masini, 2005)와는 일치하고 있으나 

토양 중 metalaxyl의 흡착에 있어서 상관성은 갖고 있

으나 토성 중 점토함량(r = 0.99), CEC(r = 0.87)이나 

유기물함량과는 이보다 낮은 상관성(r = 0.66)을 보인

다는 결과와는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Sharma 
and Awasthi, 1997).      

흡착강도를 나타내는 1/n 값은 diazinon의 경우 

0.79 1.30, fenitrothion의 경우 0.59 0.75, alachlor
의 경우 0.60 0.93, metalaxyl의 경우 0.64 0.93으
로 부분의 경우 0.5 0.9 범위의 L형 흡착을 보였는

데(Giles et al., 1960), 이는 가장 일반적인 흡착형태

로 초기 단계에서는 토양이 농약에 한 친화성을 가

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Weber and Peter, 1982), 흡
착이 진행될수록 흡착면적이 감소하여 흡착이 점점 

어렵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diazinon의 경우 많

은 토양에서 0.9 1.1 범위의 C형 흡착을 보였는데, 
이는 농약이 액체상 보다는 토양으로 쉽게 침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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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reundlich adsortion isotherms of alachlor for 24 soils used in this study.  

경우에 나타나므로 최 흡착량에 도달할 때 까지 일

정한 속도로 흡착이 진행되며 최 치에 도달하면 직

선형의 평균값을 나타내게 된다(Gregg and Sing, 
1967). 

3.3. 토양 중 비이온계 농약의 용탈특성     

농약의 흡착특성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토양 중 농

약의 흡착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기

물 농도를 기준으로 유기물 농도가 매우 높은 토양

(24), 낮은 토양(16), 중간 정도(3)의 3종류의 토양을 

선정하여 2.2의 용탈시험에 따라 수행하여 각 토양칼

럼에 해 Pore Volume (PV)과 농약의 누적용탈량과

의 관계 및 각 농약에 해 Pore Volume (PV)과 농약

의 누적용탈량과의 관계를 각각 Fig. 5 및 Fig. 6에 나

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모든 농약 항목별 용

탈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토양은 16번 토양이고 3
번 토양, 24번 토양의 순으로, 토양의 유기물 함량과 

역의 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Hyun et al.(1995)이 검토한 제주도 토양에서 alachlor 
및 chlorothalonil의 이동연구 및 Sharma and 
Awasthi(1997)이 연구한 불포화 조건의 토양에서 

metalaxyl의 이동 연구에서 유기물 함량 및 CEC가 낮

은 토양에서 농약이 가장 빨리 용출되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24번 토양의 경우 유기물 농도 및 

점토성분이 높아 다른 토양에 비해(3번 및 16번 토양

의 경우 약 30 PV까지 유출) 유출속도가 느려 9 PV까

지 유출하였다.   
각 농약에 해 토양칼럼에서의 용탈특성을 살펴

보면(Fig. 6), metalaxyl은 3번 토양 칼럼에서 최초 검

출이 1.0 PV에서 일어났으며, 3 PV까지 용탈이 급격

히 증가하였으며(유입량의 70%), 이후  21.5 PV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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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ticides

Correlation (r2)

Organic 
matter(%)

CEC
(meq/100 g) Soil pH

Soil texture

Clay (%) Silt (%)

Diazinon 0.876 0.825 0.42 0.572 0.089

Fenitrothion 0.875 0.715 0.40 0.473 0.026

Alachlor 0.817 0.803 0.45 0.540 0.104

Metalaxyl 0.860 0.805 0.40 0.575 0.090

Table 6. Correlation between KF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oils for each pesticide

Soil No.
Diazinon Fenitrothion Alachlor Metalaxyl

KF 1/n r2 KF 1/n r2 KF 1/n r2 KF 1/n r2

1 23.7 0.81 0.99 22.5 0.64 0.99 15.6 0.71 0.99 5.5 0.93 0.99
2 14.8 0.90 0.94 14.0 0.59 0.97 10.4 0.71 0.98 3.7 0.90 0.98

3 24.1 0.79 0.99 26.5 0.63 0.99 16.6 0.72 0.97 7.5 0.66 0.98

4 14.1 0.86 0.93 12.9 0.61 0.96 10.4 0.60 0.98 3.5 0.91 0.97
5 15.1 0.92 0.94 16.2 0.59 0.97 11.2 0.71 0.99 4.1 0.90 0.98

6 23.1 0.80 0.99 21.4 0.70 0.98 15.2 0.68 0.97 5.2 0.79 0.97

7 6.4 1.28 0.95 9.5 0.70 0.96 3.1 0.87 0.98 1.7 0.85 0.98
8 12.4 1.00 0.98 12.4 0.63 0.94 8.6 0.63 0.98 3.0 0.84 0.98

9 8.9 1.11 0.99 12.1 0.66 0.94 8.0 0.62 0.97 2.4 0.84 0.98

10 35.4 0.92 0.99 43.0 0.63 0.99 22.3 0.70 0.98 8.4 0.69 0.98
11 12.0 0.82 0.94 12.6 0.61 0.97 9.7 0.64 0.96 3.2 0.86 0.98

12 7.9 1.15 0.99 12.1 0.66 0.94 6.3 0.93 0.99 2.2 0.83 0.98

13 8.8 1.09 0.95 11.9 0.65 0.94 6.7 0.92 0.98 2.0 0.85 0.98
14 12.9 1.06 0.98 13.1 0.62 0.94 9.6 0.61 0.98 3.1 0.87 0.97

15 9.5 1.13 0.99 12.1 0.63 0.94 8.3 0.62 0.94 2.9 0.91 0.98

16 7.0 1.22 0.94 11.5 0.67 0.94 4.8 0.88 0.98 1.9 0.83 0.98
17 16.0 0.93 0.94 17.4 0.64 0.98 12.6 0.70 0.97 4.7 0.87 0.97

18 17.8 0.91 0.96 19.2 0.65 0.97 13.3 0.69 0.97 5.0 0.90 0.99

19 6.0 1.30 0.94 7.3 0.75 0.98 2.8 0.88 0.97 1.7 0.64 0.94
20 14.6 0.88 0.95 15.6 0.62 0.97 10.3 0.73 0.98 3.9 0.91 0.99

21 36.1 0.91 0.99 48.4 0.60 0.98 24.9 0.70 0.99 8.5 0.91 0.98

22 34.4 0.92 0.98 42.5 0.59 0.99 19.5 0.70 0.98 7.9 0.80 0.97
23 33.4 0.91 0.98 40.3 0.59 0.98 18.1 0.73 0.98 7.8 0.91 0.99

24 36.8 0.89 0.99 52.3 0.60 0.98 21.0 0.66 0.99 10.3 0.87 0.99

Table 5. Freundlich parameters for the adsorption of diazinon, fenitrothion, alachlor and metalaxyl in soils

서서히 용탈되어 최  누적용탈량은 유입량의 78%를 

보였으며, 16번 토양칼럼에서 최초 검출은 0.5 PV이

며 3 PV까지 용탈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유입량의 

79%), 이후  21.5 PV까지 서서히 용탈되어 최  누적

용탈량은 유입량의 85%를 보였으며, 24번 토양칼럼

의 경우 최초 검출은 1.0 PV이며 이후 4 PV까지 용탈

이 증가하였으며(유입량의 43%), 이후 서서히 용탈되

고 있었으며, 유출된 9 PV까지 농약의 누적용탈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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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s between pore volume and cumulative leached amount of pesticide (diazinon, fenitrothion, alachlor, 
and metalaxyl) for each soil (3, 16, and 24) column. 

Fig. 6. Relationships between pore volume of soil column (3, 16 and 24) and cumulative leached amount of pesticide for 
each pesticide (metalaxyl, alachlor, diazinon, and fenitrot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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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량의 48%를 나타내었다. 
Alachlor의 경우, 3번 토양 칼럼에서 최초 검출이 

3.0 PV에서 일어났으며, 8 PV까지 용탈이 급격히 증

가하였으며(유입량의 54%), 이후  29 PV까지 서서히 

용탈되어 최  누적용탈량은 유입량의 78%를 보였으

며, 16번 토양칼럼에서 최초 검출은 0.8 PV이며 7 PV
까지 용탈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유입량의 64%), 이
후  25 PV까지 서서히 용탈되어 최  누적용탈량은 

유입량의 69%를 보였으며, 24번 토양칼럼의 경우 최

초 검출은 3.3 PV이며 이후 서서히 용탈되고 있었으

며, 유출된 9 PV까지 농약의 누적용탈율은 유입량의 

20%를 나타내었다.   
Diazinon의 경우, 3번 토양 칼럼에서 최초 검출이 

13.6 PV에서 일어났으며, 이후 29 PV까지 서서히 용

탈되어 최  누적용탈량은 유입량의 28%를 보였으

며, 16번 토양칼럼에서 최초 검출은 1.6 PV이며 12 
PV까지 용탈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유입량의 40%), 
이후 28 PV까지 서서히 용탈되어 최  누적용탈량은 

유입량의 45%를 보였으며, 24번 토양칼럼에서는 유

출된 9 PV까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Fenitrothion
의 경우 모든 토양칼럼에서 유출된 용액에서 검출되

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토양칼럼에서의 농약의 용탈특

성은 농약의 흡착특성에서 검토한 결과와 역의 관계

를 보였는데, 즉, 토양사이에서는 유기물 함량, CEC 
및 점토함량이 낮은 토양에서 농약의 종류에 관계없

이 가장 먼저 용탈되었으며, 농약사이에서는 

metalaxyl > alachlor > diazinon > fenitrothion의 순

으로 토양에 한 농약의 흡착능이 적을수록 빨리 용

탈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흡착량이 많은 농

약 및 흡착능이 큰 토양일수록 농약의 유출이 느리다

는 타 연구자의 결과와 일치하였다(Weber and Peter, 
1982; Kim and Peagley, 1998).                

4. 결 론

다양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는 제주도 토양

에서 토양으로부터 농약의 유출에 의해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용천수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 농경지 및 지

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에 지하수 관정이 있는 농

경지 등 24개 지점의 토양에 해 이들 토양의 물리화

학적 성질을 살펴보고, diazinon, fenitrothion, alachlor 
및 metalaxyl 등 4가지 농약에 해 흡착 특성을 검토

하였고, 또한 3개의 표 토양에 해 용탈 특성을 살

펴보았다.      
채취한 토양시료에서 농약의 흡착 및 용탈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요한 물리화학적 성

질을 살펴보면, 토양 pH는 4.64 8.30, 유기물 함량은 

0.9 13.1%, CEC는 12.7 31.7 meq/100 g의 범위로 

채취지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토성(soil 
texture)은 점토(clay) 9.4 42.7%(평균 21.2%), 실트

(silt) 9.8 58.1%(평균 22.6%), 모래(sand) 19.7
76.4%(평균 56.2%)로 역시 채취지점에 따라 큰 차이

를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모래 함량이 점토나 실트에 

비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토나 실트

함량은 비슷하였다. 이의 함량에 따른 토성은 식양토

(clay loam) 7개, 경식토(light clay), 사질식양토

(sandy clay loam) 및 사양토(sandy loam)이 각각 4개, 
미사질양토(silty loam) 및 양토(loam)가 각각 2개, 사
질식토(sandy clay)가 1개로 분류되었다.   

농약의 흡착특성을 Freundlich 흡착등온식으로 검

토한 결과, 토양에 한 농약의 상 적 흡착용량을 나

타내는 지표인 KF 값은 diazinon의 경우 6.0 36.8, 
fenitrothion의 경우 7.3 52.3, alachlor의 경우 2.8
21.0, metalaxyl의 경우 1.7 10.3으로 토양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농약의 종류사이에서는 체적으로 

fenitrothion > diazinon > alachlor > metalaxyl 의 순

으로 흡착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농약의 물에 

한 용해도와 역의 관계를 보였으며, 토양 사이에서

는 KF값은 농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유기물 함량과는 

매우 높은 상관성(r2 = 0.800 0.876)을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CEC(r2 = 0.715 0.825), 점토함

량(r2 = 0.473 0.575), 토양 pH(r2 = 0.401 0.452)의 

순으로 상관성을 보였으며, silt 함량과는 상관성을 보

이지 않았다. 
Freundlich 흡착등온식에서 흡착강도를 나타내는 

1/n 값은 fenitrothion, alachlor, atrazine 및 metalaxyl
에 해 부분 토양에서 0.5 0.9 범위의 L형 흡착을 

보였으며, diazinon의 경우 부분 토양에서 0.9 1.1 
범위의 C형 흡착을 보였다. 



574 전시범 현익현 이민규 감상규

토양칼럼에서의 농약의 용탈특성은 농약의 흡착특

성에서 검토한 결과와 역의 관계를 보였는데, 즉, 토양

사이에서는 유기물 함량, CEC 및 점토함량이 낮은 토

양에서 농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용탈되었

으며, 농약사이에서는 metalaxyl > atrazine > alachlor 
> diazinon > fenitrothion의 순으로 토양에 한 농약

의 흡착능이 적을수록 빨리 용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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