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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water has been extracted for irrigation in Sacheon-Hadong area, which is close to the South Sea. We ana-

lyzed chemical components of groundwater to examine the effects of seawater intrusion and agricultural activities in

the study area. Most groundwater samples displayed the Na/Cl concentration ratios similar to that of seawater (0.55)

with an increasing tendency of electrical conductivity (227-7,910 µS/cm) towards the coast. In addition,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the cumulative frequency curves of Cl and HCO3 showed that 30.1% of the groundwater samples

were highly affected by seawater intrusion. Groundwaters in the study area mostly belonged to the Ca-Cl and Na-Cl

type, demonstrating that they were highly influenced by seawater intrusion and cation exchange. The result of oxy-

gen-hydrogen isotope analysis demonstrated slightly higher δ18O ((−8.53)-(−6.13)‰) and δD ((−58.7)-(−43.7)‰)

comparing to mean oxygen-hydrogen isotope ratios in Korea. As a result of nitrogen isotope analysis, the δ15N-NO3

values ((−0.5)-(19.1)‰) indicate two major sources of nitrate pollution (organic nitrogen in soil and animal and

human wastes) and mixed source of the two. However, denitrification may partly contribute as a source of nitro-

gen. According to factor analysis, four factors were identified among which factor 1 with an eigenvalue of 6.21

reflected the influence of seawater intrusion. Cluster analysis indicated the classification of groundwater into fresh,

saline, and mixed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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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인 사천-하동지역은 농업지역으로서 오랫동안 농업용 지하수를 사용하여 왔으며, 또한 남해에 인접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침투와 농업활동에 의한 오염을 고찰하기 위해 연구지역의 지하수 화학성분을 분석하였다. 대부분

의 지하수 시료들은 해안으로 갈수록 전기전도도(227~7,910 µS/cm)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해수(0.55)와 비슷한

Na/Cl 농도를 보였다. 또한, Cl과 HCO3 농도 확률누적곡선의 통계학적 해석에 의하면, 연구지역 지하수의 30.1%가

해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유형은 Ca-Cl과 Na-Cl 형을 나타냈으며, 이는 해수

의 영향과 이에 수반된 양이온교환을 지시한다. 수소·산소동위원소 분석 결과, 사천-하동 지역 지하수의 산소·수소

동위원소비는 δ18O가 −8.53~−6.13‰, δD가 −58.7~−43.7‰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산소·수소 동위원소비에 비

해서 약간 더 무거운 경향을 보인다. 질소동위원소 분석 결과, δ15N-NO3값이 −0.5~19.1‰의 범위로 나타나 질산염

오염의 기원은 주로 토양의 유기질소와 분뇨 기원 그리고 이들의 혼합기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탈질효

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분산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 1 (고유

치 6.21)은 해수침투의 영향을 지시한다. 군집분석 결과, 연구지역의 지하수는 담수, 담수-해수의 혼합지하수로 분류된다.

주요어 : 해안지역, 해수침투, 농업지역, 질소 동위원소,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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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의

발전, 집약적인 농업생산, 그리고 생활 및 문화수준의

향상에 따라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예로부터 지하수는 생활용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수자원으로서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용수 수요 증가와 지표수 수질

악화로 인해서 생활용, 산업용, 농업용수로서의 사용량

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하수의 수질 관리

뿐만 아니라 지하수와 주변 환경의 상호관련성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

하여 최근 환경부에서는 지하수 수질보전에 더 큰 관

심을 보이고 있다. 농업지역에서는 비료 및 퇴비의 사

용량 증가와 축산폐수 등으로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

염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질산염과 같이 음전하를 띤

성분은 토양에 흡착보다는 토양내에서 빠르게 이동하

여 다량의 질산염이 지하수로의 유입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Kim et al., 1999; Lee et al., 1998).

또한 연구지역과 가까운 경남일대의 농업지역의 지하

수 수질과 주변 환경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수

행된 바 있다(Shin et al., 1998; Park et al., 2007).

한편, 섬과 해안지역에서는 과도한 지하수 양수로 인

해서 해수침투가 일어날 수 있다(Na and Son, 2005).

자연상태에서 광역적인 지하수의 흐름은 수리경사를 따

라 바다로 배출되나, 해안에 인접한 지역에서의 과도

한 지하수의 양수나 지하 공동 굴착시 수리경사가 역

전되어 지하수의 배출이 감소하게 되고, 동시에 해수

가 내륙부의 담수 대수층으로 침투하게 된다(Kim et

al., 1997). Shin et al.(2002)은 전남 고금도지역의 지

하수의 수리지구화학적 연구에서 해수침투와 인위적인

오염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다. 이러한 해수침투에 의

한 지하수 오염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

과 시간이 소요된다. 

본 연구지역은 해안에 위치하는 농업지역으로서 지

하수가 해수의 영향뿐만 아니라 NO3오염의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용인시 일대 천부지하수의 16~42%

가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질산성 질소 농도가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Woo et al., 1999), 낙동강 유

역의 충적대수층 지하수에서도 58%의 시료가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북한강 분

지, 금강권역, 제주지역, 충북 괴산군 덕평리 일대 등

많은 지역에서 질산성 질소에 의해 천부지하수가 질산

성 질소로 오염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Chae et al.,

2004, 2009; Min et al., 2003; Choi et al., 2002;

Kim et al., 2002; Woo et al., 2001; Kim et al.,

1998). 현재까지 질산염 오염의 기원을 규명하고 지하

수 중의 질산염 농도를 규제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

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Böhlke and Denver,

1995; McMahon and Bohlke, 1996; Mengis et al.,

1999), 최근에는 δ15N-NO3
− 와 δ18O-NO3

−을 이용하여

질산염의 기원을 밝히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Burns

and Kendall, 2002; Mayer et al., 2002; Pardo et

al., 2004). 그러나, 질산염이 화학비료와 토양 속 유기

물에서 복합적으로 유래하기 때문에 질산염이 화학비

료에서 유래하는지 또는 토양 내 유기물에서 유래하는

지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비교적 최근에는 향상

된 질산염 분석 방법에 의하면 δ18O-NO3
− 값보다는

δ17O 값이 대기에서 유래하는 질산염의 기여도를 알아

내기에는 더 적당하다고 밝혀졌다(Michalski et al.,

2004). 

우리나라의 남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본 연구지

역(사천-하동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농업활동으로 인

하여 비료, 살충제 그리고 그 외 인위적인 오염원에

의해 지하수가 노출되어 있어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과

관리에 의해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침투와 농업활동에 의한

연구지역 지하수 오염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채취시료

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연구지역의 면적(372.4 km2)에

비해서 시료의 개수가 적은 편이어서 수질분석의 지역

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나, 연구지역의 지하수

수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천시 지역에서 19개, 하동

군 지역에서 10개의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현장수질

분석과 실내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서는 지하수 수질 및 오염특성을 규명하였다. 또

한 15개의 지하수 시료에 대해서 질소동위원소 분석과

수소·산소동위원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로부터 해

수침투와 농업활동에 의한 오염기원을 밝혔다.

2. 연구지역 개요

연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곤

양면, 곤명면, 축동면 일대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고전면, 금남면, 양보면, 진교면 일대를 포함하고 있다

(Fig. 1). 연구지역의 북쪽에는 진양호가 위치하고, 가

화천이 연구지역을 북동으로 가로지르고 있다. 섬진강

은 연구지역의 서부에 인접하여 흐르고 있다. 또한 10

번 국도가 연구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으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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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주위에는 논과 밭, 그리고 산지가 고루 분포한다.

사천시 서포면, 곤양면, 곤명면, 축동면의 지하수 사용

량은 연간 314만톤이다(Ministry of Agriculture and

Korea Rural Corporation, 2007). 한편, 하동군 하동읍,

고전면, 금남면, 양보면, 진교면의 지하수 사용량은 연

간 1,461만톤이다(Ministry of Agriculture and Korea

Rural Corporation, 2008). 따라서, 하동군 지역의 지

하수 사용량이 사천시 지역보다 4.6배 이상 많다.

경상분지의 남서단부에 위치하는 본 연구지역의 지

질은 주로 선캠브리아기 변성암과 백악기 경상누층군

에 속하는 신동층군 퇴적암, 불국사 관입암류로 구성

되어 있다(Fig. 2). 지질도폭상으로는 하동도폭(Nam et

al., 1989), 진교도폭(Kim and Kang, 1965), 사천도폭

(Choi and Yoo, 1969)에 걸쳐 있다. 선캠브리아기 변

성암은 회장암, 반상변정편마암, 괴상화강편마암, 우백

질화강편마암, 점문상 편마암(spotted gneiss), 호상편

마암, 각섬석편마암으로 구성된다. 경상누층군의 최하

부에 위치하는 신동층군은 하부로부터 낙동층, 하산동

층, 진주층으로 구분되며, 선캠브리아기 변성암과 쥬라

기 화강암(Fig. 2에는 도시되지 않음)을 부정합으로 덮

고 있다. 불국사관입암류는 주로, 섬록반암, 화강섬록

암, 흑운모화강암과 홍색장석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지역의 서부지역인 하동지역은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를 기저로 하여, 회장암이 이를 관입하고 있

으며, 이를 다시 시대 미상의 섬장암과 반려암이 관입

하고 있다(Kim and Jeong, 1997). 본 지역 중앙부에

는 선캠브리아기 변성암과 소규모의 쥬라기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다(Uhm and Yang, 1983). 연구지역의 동

부지역에는 신동층군이 선캠브리아기와 쥬라기 암석을

부정합으로 피복하여 낙동강 본류를 따라서 남북으로

길게 분포되어 있다. 신동층군은 역암, 층리가 좁은 간

격으로 잘 발달한 적갈색 또는 회색의 사암, 실트암,

셰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Kim et al., 1993; Kim

and Kang, 1965). 불국사관입암류는 연구지역의 북쪽

과 서부의 중앙에 소규모로 분포하며, 선캠브리아기 변

성암과 신동층군을 관입하고 있다. 

3. 연구방법

2007년 10월 2일~10월 5일(4일간)에 걸쳐 사천시

Fig.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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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19공, 하동군 지역에서 10공의 총 29개 지하

수공(심도 6~170 m)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였다

(Table 1). 지하수 시료는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1997.10)’을 따라서 채수되었다. 특

히 질산성 질소 농도가 높은 15개공(사천시 10개공,

하동군 5개공)에 대해서는 질소동위원소분석을 실시하

였다(Table 1). 또한 시료채취 지점 중 전기전도도(EC)

가 높은 15개공(사천시 10개공, 하동군 5개공)에 대해

서는 해수침투나 인위적 오염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수소·산소동위원소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장수질 분석항목은 pH, Eh, EC, 알칼리도이었다

(Table 2). pH와 Eh는 pH미터(Orion model 250A)를

사용하고, EC는 EC미터(Orion model 115)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알칼리도는 중화적정법으로 분석하였다.

알칼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시료를 100 ml 비커

에 담고 pH가 8.3이 넘을 경우 pH가 8.3이 될 때까

Fig. 2. Geology of the study area (Nam et al., 1989; Kim and Kang, 1965; Choi and Yoo, 1969).

Table 1. Result of the stable isotopic analyses

Site
Depth

(m)

δD

(‰)

δ
18O

(‰)

δ
15N-NO3

(‰)
Site

Depth

(m)

δD

(‰)

δ
18O

(‰)

δ
15N-NO3

(‰)

SC1 37 - - 12.8 SC16 30 −45.0 −6.6 7.0

SC2 32 −48.7 −6.9 - SC17 60 −51.5 −7.6 -

SC3 70 - - - SC18 30 - - 6.6

SC4 6 - - 6.0 SC19 8 - - 7.6

SC5 100 −49.1 −7.0 - HD1 60 - - −0.5

SC6 80 −55.4 −7.8 3.3 HD2 20 −48.2 −6.8 -

SC7 70 - - - HD3 20 −49.8 −7.3 -

SC8 170 −58.7 −8.5 - HD4 25 - - 3.2

SC9 80 - - 17.6 HD5 100 −49.4 −7.3 -

SC10 60 −54.6 −8.0 9.7 HD6 25 - - 6.6

SC11 70 −54.2 −7.9 - HD7 30 −43.7 −6.1 4.3

SC12 70 - - - HD8 40 - - -

SC13 100 - - 10 HD9 20 −49.1 −7.1 19.1

SC14 90 −50.7 −7.3 - HD10 30 - - -

SC15 40 −48.9 −6.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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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첨가된 0.05몰의 황산용액의 양을 측정하고, 다시

pH가 4.5가 될 때까지 첨가된 황산용액의 양을 측정하

였다. 현장수질분석 지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양이온 9

개 항목(Na+, K+, Ca2+, Mg2+, Al3+, Fe2+, Mn2+,

Zn2+, SiO2), 및 음이온 3개 항목(SO4
2−, Cl−, NO3

−),

의 실내분석을 위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졌다. 실내수질

분석용 시료채취는 수온의 변화가 없어질 때까지 지하

수를 양수하여 수질이 안정된 후에 이루어졌으며, 시

료 채취 후 0.45 µm 여과지를 사용하여 부유물을 완

전히 여과하였고, 양이온 분석용 시료의 경우에는 시

료병에 이온의 흡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0.05 N의 질산

으로 산처리를 하였다. 이렇게 여과한 시료는 100 ml

무균채수병에 담아 4oC이하로 냉장하여 실험실로 운반

하였다. 실내분석은 (주)중앙생명과학원에서 의뢰하여

양이온은 ICP(Perkin Elmer사의 ICP-OES)로 분석하

였고, 음이온은 IC(DIONEX사의 ICS-1500)장비로 분

석하였다. 분석에 의한 용존이온 전하균형은 원칙적으

로 ±10% 이내가 되도록 하였으나 해수와 인위적인 영

향 등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있다.

수소·산소동위원소분석용 시료는 0.45 µm 여과지

로 여과하였으며, 100 ml 채수병에 담아 밀봉을 하였다.

산소동위원소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orea Basic

Science Institute)에 의뢰하여 물 0.3 ml를 H2O-CO2

평형법(Epstein and Mayeda, 1953)으로 25oC에서

CO2와 동위원소 교환반응을 시킨 후, 안정동위원소 질

량분석기(Stable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영국 Micromass사의 모델 ISOPRIME)로 분석하였고,

이때 분석정밀도는 ±0.1‰이다. 그리고 수소동위원소

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Morrison et al.(2001)

의 방법에 따라 온라인수소전처리장치(모델 PryOH)를

이용하여 0.2 ml의 물 시료를 크롬과 반응시켜 발생시

킨 수소가스를 안정동위원소 질량분석기(Stable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영국 GV Instruments사

의 모델 OPTIMA)로 분석하였으며, 이때 분석정밀도

는 ±0.5‰이다.

수소와 산소 원소가 특정한 물리화학적 환경에서 결

합하여 물을 구성할 때, 물의 동위원소비(1H2
16O,

2H2
16O, 2H2

18O)는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며, 그 환경

이 변화하면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동위원

소비의 분별작용이 일어난다. 자연수에서는 다른 물질

과의 상호작용과 온도변화 등의 물리·화학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동위원소 교환반응 및 분자의 운동효과

(kinetic effect) 등에 의해 원래의 고유한 안정동위원소

조성비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자연수의 수소 및 산소

의 동위원소 분별작용은 물의 기원, 유형 및 변화에

따른 진화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δ18O는

(‰) (1)

이다. 여기서 (18O/16O)sample는 시료의 산소동위원소

비, (18O/16O)SMOW는 표준평균해수(SMOW, Standard

Mean Ocean Water)의 산소동위원소비이다.

질산성 질소의 동위원소 분석은 우선 시료 채수 시

수중펌프 및 지상펌프를 5분 이상 가동시킨 후 2리터

채수병으로 채수하였다. 채수된 시료는 냉동보관을 하

였으며, 얼린상태로 시료를 유지하였다. 시료분석은 서

울대학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NICEM)에서 이루어졌

으며 연속흐름형 안정동위원소비 질량분석기(Stable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System with

Elemental Analyzer, Micromass 사의 IsoPrime-EA)

를 사용하였다. 질산성 질소의 동위원소비를 이용하여

지하수 내의 질산염 기원을 판별할 수 있으며, 질소

동위원소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δ
18

O
O

18
O

16
⁄( )sample

O
18

O
16
⁄( )SMOW

------------------------------- 1– 1000×=

Table 2. Chemical analysis of groundwater in the study area

Site pH
Temp EC Eh Na+ K+ Ca2+ Mg2+ Fe2+ Mn2+ Zn2+ HCO3

− SO4
2− Cl− NO3

− SiO2 Al3+

(oC) (µS/cm) (mV) (mg/l)

Max. 8.2 21.7 7,910 245 1,463 95.3 948 345 21.0 7.3 0.3 157 282 2,846 168 32.5 0.2 

Min. 6.1 17.4 227 −143 23 0.2 8.1 6.9 0.1 0.0 0.0 22.5 5.0 8.0 0.4 9.6 0.0 

Range 2.1 4.3 7,683 388 1,440 95.1 939 338 21.0 7.3 0.3 135 277 2,838 168 22.9 0.2 

Mean 7.0 19.0 1,218 139 218 15.5 96.1 40.6 1.3 0.4 0.1 72.3 42.4 276 31.3 16.5 0.0 

median 7.0 18.7 689 176 78 8.6 50.6 27.0 0.4 0.0 0.0 68.0 26.0 79.0 16.8 15.1 0.0 

*S.D. 0.60 1.15 1,475 87.6 338 20.2 177 60.2 3.84 1.36 0.08 37.53 52.1 542 38.7 5.79 0.05 

Kurt. −0.85 −0.21 15.6 2.79 8.41 8.23 20.3 25.6 27.5 25.3 2.73 −0.19 16.5 19.0 4.31 1.86 4.80 

Skew. 0.16 0.83 3.65 −1.66 2.89 2.69 4.33 4.94 5.19 4.91 1.89 0.76 3.70 4.10 1.83 1.43 2.14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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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15N/14N)sample는 시료의 질소 동위원소비,

(15N/14N)standard는 표준시료의 질소 동위원소비이다. 

4. 결과 및 토의 

 

4.1. 해수침투 특성 

4.1.1. 물리화학적 특성

연구지역 지하수의 pH는 6.1~8.2의 범위를 나타낸

다(Table 2). 따라서 연구지역의 지하수는 일반적인 지

하수의 pH 범위(pH 6~9)에 속하며, 먹는물 수질기준

(pH 5.8~8.5)에 적합하다. Eh는 −142.8~245.0 mV(평

균 139.2 mV)를 보인다(Table 2). 전기전도도(EC)는

227~7,910 µS/cm의 범위(평균 1,218 µS/cm)로 해안에

가까울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Fig. 3). 이와 같이

높은 EC값은 해수침투와 농경지에 뿌려진 비료 성분(

주로 NO3
−, K+)의 대수층내로의 유입을 지시한다. 연

구지역에서는 해안을 따라 EC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해수침투를 지시하고 있다. 특히, 하동군 지역

의 HD7공에서 7,910 µS/cm의 매우 높은 EC값은 해

수침투를 지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안에 가까이 위치하며 농업활동이 활발한 본 연구

지역은 농경활동으로 인한 비료, 축산 폐수, 가축의 배

설물 등의 오염원과 아울러서 해수 침투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천-하동 지역의 용존이온 분석 결

과(Table 2), Na+이온 농도는 22.7~1463.0 mg/l의 범

위를 가지며, 평균값은 217.8 mg/l이다. 일반적으로 지

하수의 Na+이온은 물-광물 반응의 자연적 기원과 해

수 유입에서 유래한다. 담수 지하수의 최대 Na+이온

농도인 200 mg/l(Todd and Mays, 2005)와 비교하였

을 때, 사천시 지역의 지하수내 Na+ 이온의 최고농도

는 1,463 mg/l이며, 하동군 지역의 지하수내 Na+이온

의 최고농도는 1,226 mg/l로 해수 침투의 영향을 지시

한다(Table 2). 또한 해안에 가까이 위치한 공일수록

Na+이온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어(Fig. 3) 해

안지역의 해수침투를 지시한다. 한편, Fig. 3에서 특별

히 높은 EC와 Na+, Cl− 이온 농도를 보이는 지하수

공은 해수침투와 아울러서 인위적 오염을 많이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하수내의 Cl− 이온은 염수 침입, 규산염 광물(흑운

모 및 각섬석 등)의 수화반응 등에서 유래되며 생활하

수, 산업 폐수, 농약, 축산폐수, 가축의 배설물, 제설제

등 각종 오염원에 의해 지하수에 유입되기도 한다. 분

석 결과, Cl-이온 농도는 8.0~2,846.0 mg/l의 범위를

가지며, 평균값은 276.0 mg/l이다. 먹는물 수질기준인

250 mg/l와 비교하면, 사천시 지역의 SC10, SC11,

SC13, SC14, SC15, SC18, 하동군 지역의 HD2,

HD7공에서 수질기준치를 초과한다. 특히 하동군의

HD7공에서 2,846 mg/l로 매우 높은 Cl− 농도를 보이

고 있으며, 이는 해수침투를 지시한다. 해안에 가까이

위치한 지하수공에서는 Cl−이온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며(Fig. 3), 해안에 가까울수록 Na/Cl 비가 해수

의 Na/Cl 비(0.55)와 비슷해진다(Fig. 4).

Cl과 HCO3의 누적 도수곡선 방법(Park et al., 2005)

을 적용하여 본 연구지역의 해수침투와 물-암석 반응

을 분석하였다(Fig. 5).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Cl−

의 농도 87 mg/l, HCO3
−의 농도 85 mg/l일 때 변곡점

δ
15

N
N

15
N

14
⁄( )sample

N
15

N
14
⁄( )s dardtan

-------------------------------- 1– 1000×=

Fig. 3. Na+ and Cl− concentrations and EC with distance

from the coast of South Sea. Fig. 4. Na/Cl weight ratio with distance from the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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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난다. 이들 변곡점을 토대로 연구지역의 지하

수는 네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30.1%가 해수침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 24.1%가 물-암석반응의 영향

을 많이 받는 영역, 17.2%가 해수침투와 물-암석반응

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27.6%

는 해수침투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으면서 동시에 물-

암석반응의 영향을 적게 받는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l/HCO3의 몰비가 0.5보다 낮으면 해수의 영

향을 덜 받으며, 0.5-6.6의 범위에 있으면 약간 또는

중간 정도의 영향을 받고, 6.6보다 해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Revelle, 1941; Todd, 1959). 본 연구지역 지하

수의 Cl/HCO3 몰비와 염소이온 농도를 보면(Fig. 6),

30.1%가 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에 속하며,

17.2%가 약간 또는 중간정도로 해수의 영향을 받는 영

역에 속한다.

파이퍼 다이아그램 상에서 지하수 시료는 A, B, C,

D의 네 그룹의 지하수 유형으로 대별된다(Fig. 7). A그

룹에 속하는 Ca-HCO3형은 일반적으로 오염의 영향을

Fig. 5. Cumulative frequency curves of Cl and HCO3 concentrations and the classification of groundwater based on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Cl and HCO3 concentrations.

Fig. 6. Molar Cl/HCO3 ratio versus Cl concentratio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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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덜 받은 천부지하수의 수질유형에 속하고, Na-

HCO3 형은 심부지하수의 수질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많

다(Mirza, 2004). 따라서, A그룹에 속하는 SC3, SC6,

SC9는 오염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일반적인 천

부지하수라고 판단된다.

B그룹은 Ca-Cl형으로서 SC1, SC2, SC4, SC12,

SC13, SC15, SC16, CS18, SC19, HD1, HD3,

HD4, HD6이 이에 속한다. Ca-Cl형은 담수 지하수가

해수 또는 염수의 영향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수질형

이다(Appelo and Postma, 1999). 대수층에서 담수 지

하수와 해수가 혼합되면 Ca2+ 이온과 Na+ 이온 간에

는 다음과 같은 이온교환 반응이 일어난다:

Na++1/2Ca−X2→Na−X+1/2Ca2+ (3) 

여기서, X는 토양 이온교환기(soil exchanger)이다.

위의 반응에서 Na+ 이온은 이온교환기에 의해서 흡착

되고 Ca2+ 이온은 방출된다. 따라서 해수가 담수 지하

수 대수층으로 침투하는 해안지역의 수질형은 Na-Cl

형에서 Ca-Cl 형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SC19와

HD1은 Ca-Cl형에 속하지만 농업활동에 의한 질산염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지하수이다. 

C그룹은 Na-Cl형에 속하며, SC5, SC7, SC10,

SC11, SC14, SC17, HD2, HD5, HD7, HD8, HD9,

HD10이다. 이들은 담수보다는 해수의 영향을 상대적

으로 더 크게 받는 지하수로서 전반적으로 해안가에

위치한다. 마지막으로, D그룹(SC8)은 Na-HCO3형으로

서, Ca-HCO3 형이 진화하여 되었거나, Na-사장석과

같은 Na-규산염광물의 수화작용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Chae et al., 2006). 

4.1.2. 수소·산소동위원소 조성

기상수(meteoric water)의 δD와 δ18O는 기온의 영

향을 받아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감에 따라,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고산지대로 갈수록 작아진다. 해수의

δD와 δ18O 는 일반적으로 해수의 염도(salinity)와 정

(+)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해수의 기원에 대한 주요한

자료가 된다. 전 세계 기상수의 δD와 δ18O의 평균값

은 각각 −22‰ 와 −4‰ 로서 표준평균해수(SMOW)의

값(δD=0‰, δ18O=0‰)보다 가벼우며, 각각 −300~

50‰ 와  −40~−6‰ 의  범위를  보인다(Craig, 1961;

Craig and Gorden, 1965). 기상수의 δD와 δ18O값은

위도, 고도, 강우량, 기단의 근원, 계절의 영향 등으로

지역적으로 변화가 매우 크지만, 전 세계의 기상수는

거의 모두 기상수선(Global meteoric water line,

GMWL) 상에 놓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전 세

계 50여 곳에서 매월 기상수를 채취하여 δD 및 δ18O

의 값을 구는데 그 관계식은 Craig(1961)의 기상수선

과 거의 같다:

δD=(8.17±0.08)δ18O+(10.56±0.64) (4) 

국내에서도 기상수에 대한 안정동위원소 연구가 수

행된 바 있는데(Kim and Nakai, 1981, 1988; Choung

et al., 1986; An et al., 1983; Hahn et al., 1984),

Kim and Nakai(1981)는 70개 기상수 시료의 δD 및

δ18O 값이 고도와 계절의 변화에 관계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δD=7.7δ18O+4 (5) 

Choo and Chi(1992)는 남한의 100여개 자연수 자료

를 토대로 Kim and Nakai (1988)의 δD 및 δ18O의

값의 범위를  각각 −80~−40‰ 와 −11~−4‰ 로 구하

였으며, δD와 δ18O의 관계식을 구하였다:

δD=7.5δ18O+4.3 (6) 

연구지역 중 사천시에서 10개공, 하동군에서 5개공

의 지하수를 채취하여 수소·산소 동위원소비를 구한

결과, δD는 −58.7~−43.7‰(평균값 −50.5‰), δ18O는

−8.53~−6.13‰(평균값 −7.28‰)로서(Table 1) 남한

전체 자연수의 δD 값(−80~−40‰)과 δ18O 값(−11~

−4‰)에 속하나(Kim, 1981), 평균보다는 약간 더 무

거운 동위원소비를 보인다. 한편, 본 연구지역의 지하

Fig. 7. Piper diagram of groundwater samples in the study

area.



해수침투와 농업활동에 의한 사천-하동 해안지역 지하수의 오염 특성 583

수와 다른 지역의 지하수의 δD와 δ18O의 값을 보면,

전남 완도군 고금도의 지하수(Shin et al., 2002) 및

위도의 지하수(Kim and Park, 1997)와 비슷하고, 풍

기지역의 지하수(Yun et al., 1998) 및 공주 대금광산

지역의 지하수(Choi et al., 1998) 보다는 더 큰 것으

로 나타난다(Table 3, Fig. 8). 또한 고금도의 지하수

시료 중 과반수가 해수 침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Shin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지역

지하수의 동위원소 조성비는 해수침투를 지시하고 있

다(Fig. 9). 이러한 동위원소 조성비는 Cl과 HCO3 농

도에 의한 해수침투 분석결과와도 잘 들어맞는다. 

4.2. 농업에 의한 오염

4.2.1. 질산염 농도 분석

대부분의 생활하수와 축산 폐기물의 오염에서 유래

하는 NO3
−이온은 오염된 지표수가 지하수로 유입되었

거나, 토양 속에 농축되었던 NO3
−이온이 강수와 함께

지하 대수층으로 침투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된다

(Yun and Yoo, 1994; Hahn. 1983). 연구지역의 NO3
−

이온 농도는 0.4~168.3 mg/l 범위(평균 31.3 mg/l)이다.

NO3
−-N의 먹는물 수질 기준인 10 mg/l(질산염 기준

44.3 mg/l)와 비교하면, 사천시 지역의 SC4, SC15, SC16,

SC18, SC19, 하동군 지역의 HD1, HD9, HD10공이

기준치를 초과한다. NO3
−이온의 공간적인 분포를 살펴

보면(Fig. 10), 사천시의 곤양면, 서포면 지역과 하동군

고전면 지역의 지하수공에서 높은 농도를 보인다. 연

구지역의 대부분은 산지와 농경지로 되어 있어서 높은

NO3
−농도는 농경지에 살포되는 비료, 축산 폐수, 가축

의 배설물 등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Madison and Brunett(1985)가 제시한 인위적 오염의

가능성을 지시하는 질산성 질소의 농도 3 mg/l(질산염

기준 13.29 mg/l)를 초과하는 시료는 총 29개 지점 중

17개 지점(SC4, SC6, SC13, SC14, SC15, SC16,

SC17, SC18, SC19, HD1, HD2, HD3, HD4, HD5,

Table 3. Hydrogen and oxygen isotopic compositions of groundwater in the study area and other areas in Korea

Area Mean of δD Mean of δ18O Latitude

Sacheon-Hadong groundwater −50.5 −7.28 35o36'

Pungki shallow groundwater (Yun et al., 1998) −66.9 −9.2 36o35'

Pungki deep groundwater (Yun et al., 1998) −79.3 −10.7 36o35'

Kongju-daekeum groundwater (Choi et al., 1998) −57.3 −7.8 36o27'

Wi-Do groundwater (Kim and Park, 1997) −49 −7.48 35o35'

Gogum groundwater (Shin et al., 2002) −44.1 −6.61 34o25'

Gogeum seawater (Shin et al., 2002) −3 −0.1 34o25'

Fig. 8. δD vs δ18O plots of groundwater from different

areas in Korea. For comparison, isotope data of seawater is

shown.

Fig. 9. δD and δ18O plots of groundwater and seawater in

this study area and Gogeum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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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6, HD9, HD10)이었다. 이는 연구지역의 대부분이

농경지로 사용되었거나 사용 중이어서 농업활동에 의

한 지속적인 오염물질의 유입때문으로 사료된다. 

4.2.2. 질소동위원소 분석

농촌지역의 주된 지하수 오염원은 질산성 질소이며,

질산성 질소의 배출원으로는 화학비료, 축산폐수, 가축

의 배설물, 정화조로부터 누출, 토양의 유기질소 등 다

양하다. 화학비료에서 유래된 질산성 질소의 동위원소

비(δ15N-NO3)는 −4~+4‰, 토양의 유기질소로부터

유래하는 것은 +3~+8‰, 동물이나 사람의 분뇨에서

유래하는 것은 +10~+20‰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Freyer and Aly, 1974). 따라서 질산성 질

소의 동위원소비를 구하면 지하수 내의 질산성 질소의

기원을 밝힐 수 있고, 다양한 질소 배출원 중에서 지

하수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이 무엇인

지를 파악할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상수원, 생활용

수 및 농업용수로서의 지하수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따라서 인간의 활동에 의한 지하수 오염특성을 파악하

고 오염가능성을 예측하여 사전에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Kim and Woo, 2003). 

연구지역인 사천시 지역에서 10개공, 하동군 지역에

서 5개공의 지하수를 채취하여 질산성 질소의 동위원

소비를 분석한 결과, −0.5~19.1‰ 의  범위(평균은

7.53‰)을 나타내었다(Table 1). δ15N-NO3 값에 의하

여 오염원을 분류하면, 화학비료 기원이 2개 지점

(13.3%), 화학비료와 토양의 유기질소 혼합 기원이 2개

지점(13.3%), 토양의 유기질소 기원이 6개 지점(40%),

토양의 유기질소와 가축이나 사람의 분뇨 혼합 기원이

2개 지점(13.3%), 그리고 가축이나 사람의 분뇨 기원이

3개 지점(20%)으로 나타났다(Table 4, Fig. 11). 아울

러서, 탈질화가 진행됨에 따라 δ15N-NO3값은 증가하고,

질산염 농도는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

다(Mariotti et al., 1988; Kendall, 1998; Min et al.,

2003), 본 연구지역에서도 δ15N-NO3값과 질산염 농도

의 로그값 사이에 약하지만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일부는 탈질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

다(Fig. 11). 특히, 19.1‰ 의 δ15N-NO3값은 탈질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4.3.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본 연구지역 지하수의 자연적인 물-암석반응, 인위적

인 오염, 해수침투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SAS

ver. 9.1.3(SAS Institute Inc., 1995)를 이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각 화

학성분들을 정규화시켜서 화학성분들간의 농도차에 의

한 효과를 제거하였다. 요인분석의 요인추출 모델은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식을 취하고, 공

통인자 수의 결정은 1 이상의 고유값(eigenvalue)을 선택

하였고, 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

Fig. 10. Spatial distribution of NO3

−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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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H, EC, Na+, K+, Ca2+, Mg2+, Fe2+, Mn2+,

Zn2+, HCO3
−, SO4

2−, Cl−, NO3
−, SiO2, Al3+로 하였

다. 그리고 분석한계치 이하(ND) 의 농도를 가지는 성분

들에 대해서는 분석한계치(0.01 mg/l)의 1/2(=0.005 mgl/l)

값을 이용하였다(Stezenbach et al., 1999; Ko et al.,

2008).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 1

은 EC, Na+, Mg2+, Fe2+, Mn2+, SO4
2−, Cl− 이온

에 높은 양(+)의 적재량을 나타내고, 요인 2는 Zn2+,

SiO2 이온에 높은 양(+)의 적재량과 pH, HCO3
− 이

온에 높은 음의(−) 적재량을 나타내었다. 요인 3은

Ca2+, NO3
− 이온에 높은 양(+)의 적재량을 나타내며

Al3+ 이온에 높은 음(−)의 적재량을 나타내었다. 그리

고 요인 4는 K+ 이온에 높은 음(−)의 적재량을 나타

내었다(Table 5). 4개의 요인에 의한 전체 기여율은

92.8%이며,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는 각각

56.4%, 21.6%, 8.13%, 6.74%의 기여율을 가진다. 요

인 1의 고유치(eigenvalue)가 6.12로 요인 2, 요인 3,

요인 4의 각각의 고유치인 2.20, 1.06, 0.94보다 훨씬

크므로 요인 1의 설명력이 다른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Na+, Cl−에 높게 적재되는 요인 1은 염수 요인

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SO4
2−는 물-광물반응과 염수

의 영향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규산염

광물과 탄산염광물 등에서 주로 유래하는 HCO3
−,

SiO2에 높게 적재되는 요인 2는 물-암석반응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Ca2+, NO3
−에 높게 적재되는 요인

3은 인위적인 오염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K+에

높게 적재되는 요인 4는 화학비료의 요인으로 보인다.

아울러서, Fe2+, Mn2+은 산화-환원의 영향을 반영하며,

Zn2+과 Al3+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원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하여 연구지역 지하

수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같은 변수의 정규화된 값을 사용하였으며, 유사성 측

정은 유클리디안 제곱거리(squared Euclidean distance)

방식을 사용하였고, 군집화 방식은 평균기준 결합

(average linkage) 방식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 결과를

덴드로그램(dendrogram)에 도시하여 보면(Fig. 12), 연

구지역의 지하수는 세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그룹 1에

속하는 지하수의 평균 NO3
− 이온농도는 50.6 mg/l로

연구지역 전체의 평균값인 31.3 mg/l보다 높으므로 인

위적 오염을 지시한다. 연구지역 지하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그룹 2는 담수 지하수대 및 담수-염수 혼합

Table 4. Summary of the nitrogen isotope compositions from different nitrogen contamination sources in the study area

Classification
Contamination Source

(Freyer and Aly, 1974)
Number

Component ratio 

(%)

δ
15N-NO3

Chemical fertilizers applied in agricultural land
2 13.3

(−4 - +3‰)

Chemical fertilizers and organic nitrogen mixing
2 13.3

(+3 - +4‰)

Organic nitrogen in soils
6 40.0

(+4 - +8‰)

Organic nitrogen and sewage mixing
2 13.3

(+8 - +10‰)

Sewage waste
3 20.0

(+10 - +20‰)

Fig. 11. δ15N versus NO3

− relationship of groundwater in

this study area, using general ranges of diverse sources of

nitrates (Freyer and Aly,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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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대표한다. 그룹 3은 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

하수를 대표하며, Na-Cl형에 속한다. 한편, HD7공은

그룹 1, 2, 3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해수침투뿐

만 아니라 인위적인 오염의 영향으로 다른 지하수와는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연구지역 지하수의 pH는 일반적인 지하수의 범위에

속하며, 먹는 물 수질기준(pH 5.8~8.5)에 적합하다.

연구지역의 EC값은 227~7,910 µS/cm을 나타나는데,

이는 해안지역의 해수침투와 농업에서 유래하는 축산

폐수 및 가축의 배설물 등의 영향을 반영한다. 또한

양·음이온 분석 결과, 해안에 가까울수록 Na/Cl 비가

해수와 비슷하고 이는 해수침투를 지시한다. Cl과

HCO3의 누적 도수곡선 방법과 Cl/HCO3의 몰비에 의

하면, 연구지역 지하수중 30.1%가 해수침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유형

Table 5. Varimax factor matrix of chemical constituents and factor scores in the study area

 Chemical constituent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Communality

pH −0.08 −0.73 −0.43 0.15 0.75 

EC 0.95 −0.03 0.02 0.29 0.99 

Na+ 0.66 −0.23 −0.25 0.41 0.72 

K+ 0.07 −0.08 0.00 −0.43 0.19 

Ca2+ 0.40 0.17 0.55 0.40 0.65 

Mg2+ 0.97 0.12 0.03 −0.08 0.96 

Fe2+ 0.97 0.17 −0.03 −0.07 0.98 

Mn2+ 0.96 0.16 −0.06 −0.20 0.99 

Zn2+ 0.20 0.65 0.07 0.33 0.58 

HCO3
−

−0.10 −0.68 0.02 −0.22 0.52 

SO4

2− 0.90 0.12 0.10 −0.23 0.89 

Cl− 0.96 0.03 −0.06 0.22 0.98 

NO3

−

−0.15 0.16 0.65 −0.07 0.47 

SiO2 −0.03 0.77 0.06 −0.10 0.60 

Al3+ 0.01 0.00 −0.25 0.00 0.06 

Eigenvalue 6.12 2.20 1.06 0.94

Variance explained by the factor (%) 56.4 21.6 8.13 6.74

Cumulative percent of variance (%) 56.4 78.0 86.1 92.8

Fig. 12. Dendrogram based on the cluster analysis of groundwaters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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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도 Na-Cl 형이 우세한 것은 해수침투와 관련

된다. 한편, 수소·산소 동위원소 분석 결과, δD 값과

δ18O와 값은 각각 −58.7~−43.7‰ 와 −8.53~−6.13‰

의 범위로서 남한 전체 자연수의 δD(−80~−40‰)와

d18O(−11~−4‰)영역에 속하며, 평균보다 약간 더 무

거운 동위원소 조성비를 보인다. 

질산성 질소의 동위원소비에 의하여 질소 오염원을

분류하면, 화학비료의 기원이 2개 지점(13.3%), 화학비

료와 토양의 유기질소 혼합 기원이 2개 지점(13.3%),

토양의 유기질소 기원이 6개 지점(40%), 토양의 유기

질소와 가축 또는 사람의 분뇨 혼합 기원이 2개 지점

(13.3%), 가축과 사람의 분뇨 기원이 3개 지점(20%)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질소의 일부는 인위적인 오염보

다는 탈질화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인분석 결과, 연구지역의 지하수는 네 개의 요인

으로 분류되며, 요인 1은 주로 염수의 영향, 요인 2는

물-광물반응, 요인 3은 인위적인 오염의 요인, 요인 4

는 화학비료의 요인을 지시한다. 또한 군집분석에 의

하면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며, 그룹 1은 인위적 오

염의 영향을 받는 지하수, 그룹 2는 담수 지하수와 담

수-염수 혼합대, 그룹 3은 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하수를 지시한다. 그중에서 그룹 2가 절반이상을 차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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