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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서부 해안지역과 동부 산악지역 농업용 지하수 수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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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water quality of agricultural groundwater well located in
Buan-gun, Jinan-gun, Sunchang-gun, and Jangsu-gun of Jeollabuk-do. The groundwater samples
were collected at 328 sites (Buan-gun: 158, Jansu-gun: 45, Sunchang-gun: 32, Jinan-gun: 93,
respectively). We measured 4 kinds of general contaminants (pH, NO3-N, Cl-, and COD) and 10 kinds
of specific contaminants (Cd, As, CN−, Hg, phenol, Pb, Cr+6, organophosphorus, trichloroethylene, and
tetrachloroethylene). Generally, the level of general contaminants and specific contaminants in the
agricultural groundwater was suitable for water quality standard in all sites for agricultural irrigation
water. Exceptionally, chloride concentrations were exceeded water quality standard of agricultural
groundwater at some sites in western coast area of Jeollabuk-do. Although water quality standards
in agricultural groundwater have been suitable, the water contaminants of agricultural groundwater
in western coast area were gradually increased than eastern mountai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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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수자원협회(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8년말 기준

전국 약 130만개소에서 연간 3,784백만 m3의 지하수를 개발ㆍ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생활용수는 1,801백만 m3으로 47.8%,

공업용수는 182백만 m3으로 4.8%, 농업용수는 1,773백만 m3으

로 약 46.8% 그리고 기타 28백만 m3으로 약 0.8%를 차지하고

있다. 지하수 천공 개소수에서도 1994년 63만 공에서 2008년

134만공으로 1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여 수적으로 많은 개

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하여 지

하수의 개발과 공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질이 양호하고 공공

용수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이 가능한 잇점 때문에 지하

수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체

계적 관리부족은 지하수의 오염을 가중시키게 되었다[Lee et

al., 1998].

환경부(2009)에서 전국 지하수 수질측정망(4,827 지점) 시료

분석결과, 335지점(6.9%)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세부적으로 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 오염우려지역(공단, 도

시주거, 분뇨처리장 인근, 농업용수 사용 지역) 가운데 140 지

점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시·도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

반지역(도시·농업·자연환경보전 지역)은 131 지점 그리고 국

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가관측망은 64 지점이 수질기준을 초과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용도별 초과율은 생활용수 7.3%, 농·

어업용수 5.2%, 공업용수 4.8%로 나타났다. 기준이 초과된 주

요 오염물질은 주로 병원성 미생물(38.4%)과 질산성질소(23.2%)

였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유독성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CE)이 검출되었다.

경기도 4개 지역의 시설 하우스 53 지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을 평가한 결과, 거의 모든 지표가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충족하여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으나, 질

산성질소의 경우 지하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용수의 수질

기준 20 mg/L을 상회하는 지점이 일부 나타났다[Kim et al.,

2000]. 또한 경상남도 시설원예지 농업용 지하수의 수질현황을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수질지표가 농업용수 기준치에 부

합하였다. 그러나 일부 중금속(Pb, Cd, Cu, Zn)의 평균값은 기

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나 지점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였다[Lee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해안에 근접한 평야지와 중산간지대

농업용 지하수의 수질을 비교 평가하고자 일련의 조사를 수행

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서부 해안지역(부안군)과 동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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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지역(진안군, 장수군, 순창군)을 대상으로 328 지점의 농업용

지하수에 대하여 관정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지역별 농업용

지하수 수질변화 실태를 비교 검토하였다. 조사결과는 지역별

로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건전한 토양의 질 유지 및 지속가

능한 농업생태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

이다.

재료 및 방법

조사지역 및 시료채취. 본 연구에서는 평야지와 중산간지대

농업용 관정 지하수의 수질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시료 채취는 갈수기인 2008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수행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전라북도 서부 해안지역에 위치

하고 있는 부안군(158 지점)과 전라북도 동부 산악지역에 위치

하고 있는 장수군(45 지점), 순창군(32 지점) 그리고 진안군(93

지점)으로 총 328개 수질시료를 조사하였다(Fig. 1). 수질시료

채취시 현장 환경조사를 위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관정의 크기,

수원의 종류, 관정 관리실태 및 관정 개발시기 등 제반 자료를

확보하였다. 농업용 지하수시료 채취시에는 펌프를 이용하여 양

수하였고, 양수시에는 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펌프의 토출 유

속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지하수 양수 관망내에 잔류하고 있

던 지하수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펌프를 가동시킨 후 최소한

5분이 경과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는 현장에서 pH와

전기전도도를 측정한 후 4리터 폴리에틸렌 용기를 이용하여 채

수한 시료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실험실로 운반하였다[Jung et

al., 1997]. 실험실에서 수질시료는 4oC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미

생물의 증식 및 무기성분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수질시료 분석. 수질시료의 분석은 환경부(2002)의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에 준하였다. 분석대상 항목은 지하수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농업용수 관리항목인 일반오염물질 4개 항목(수소이온

농도, 화학적산소요구량, 질산성질소 그리고 염소이온)과 특정

유해물질 10개 항목(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페놀, 납, 6가크

롬, 트리클로로에틸렌 그리고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다. pH는

pH meter법(HM-20S, TOA, Osaka, Japan), 전기전도도는 EC

meter법(LF-538, TUV, Weilheim, Germany), 화학적산소요구량

은 중크롬산칼륨법, 질산태질소와 염소이온은 시료를 0.45-µm

nylon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

(Sykam GmbH 135, Sykam, Gewerbering, Germany)으로 분

석하였다. 페놀과 시안은 흡광광도법, 카드뮴, 납, 6가크롬 및

비소는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법(ICP-7000S, Shimadzu,

Tokyo, Japan) 수은은 원자흡광광도계(Perkin elmer-2380,

Boston, MA)의 환원기화법, 그리고 유기인, TCE과 TeCE은 가

스크로마토그래피법(HP 6890, Agilent, Santa Clara, CA)으로

분석하였다.

회수율 및 검출한계.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

반오염물질 4개 항목과 특정유해물질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표

준용액을 2.5 mg/L가 되도록 정확하게 초순수에 첨가하여 균일

하게 혼합하고 30분간 방치후 상기 분석과정과 동일하게 수행

하여 회수율을 산정하였다 (3반복). 해당 성분의 회수율과 검출

한계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Fig. 1. Sampling sites of agricultural groundwater at western coast area and eastern mountain area of Jeollabuk-do.

Table 1. Recovery and detection limit of the analytical methods

Compounds
Fortification
concentration

(mg/kg)

Recovery ± SD*
(%)

Detection limit
(mg/L)

NO3-N

2.5

96.6±2.9 0.05

Cl- 101.1±3.6 0.05

COD 100.3±3.2 0.1

Cd 92.5±3.9 0.001

As 96.2±6.1 0.005

Phenol 90.7±5.7 0.005

Pb 82.6±3.3 0.02

Cr+6 90.1±6.0 0.005

Hg 85.5±5.4 0.0005

TCE 79.9±3.9 0.002

TeCE 84.7±6.6 0.002

CN- 92.6±5.8 0.005

Organophos
phorus

89.5±7.4 0.0005

*Mean values of triplicates with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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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지역별 자연환경과 토지이용 현황. 부안군은 총 면적 493.35

km2으로 서부지역에 넓은 평야지대가 분포하고 있으며, 적황색

토(赤黃色土)가 발달하였다. 연평균기온 12.3oC, 연강수량은

1,219.4 mm 정도로 남부서안형(南部西岸型)에 속하나, 7~8월의

강수량이 450 mm로서 전라북도 동부산악지대에 비해 100 mm

정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기준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논 17,669, 밭 7,251, 임야 20,274 ha로 구성되어

있다. 장수군은 총 면적 533.64 km2으로 전라북도 동부산악권

에 속하며 대부분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기반암은 화강암질

편마암이며, 해발고도 400~650 m의 고원상 내륙분지가 넓게 발

달해 있다. 연평균기온 10.4oC, 연평균강수량은 1,422.1 mm 내

외로 남부내륙형 기후에 속한다. 2009년 기준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논 4,916, 밭 3,029, 임야 40,452 ha로 구성되어

있다. 순창군은 총 면적 495.76 km2으로 군 전체가 노령산맥의

동쪽 사면에 있는 산간지대이며, 그 사이에 분지가 형성되어 있

다. 기반암은 퇴적암류와 편마암이며, 연평균기온 12oC, 연평균

강수량 1,300 mm로 남부내륙형 기후구에 속한다. 2009년 기준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논 7,388, 밭 3,727, 임야

49,576 ha로 구성되어 있다. 진안군은 총 면적 789.09 km2인

산간 고원지대로 80.22%가 산악지대이다. 연평균기온 12~13oC,

연강수량 1,200~1,300 mm이다. 토양은 산지가 많아서 암쇄토

(岩碎土)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화강암질 편마암과

충적토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2009년 기준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논 4,875, 밭 3,927, 임야 61,313 ha로 구성되어

Fig. 2. Status of land use in western coast area and eastern mountain area of Jeollabuk-do.

Table 2. Land use in survey area (Unit: ha)

Area Paddy Upland Forest Total

Sunchang-gun 7,388 3,727 32,875 49,576

Jinan-gun 4,875 3,927 61,313 78,913

Jangsu-gun 4,916 3,029 40,452 53,344

Buan-gun 17,669 7,251 20,274 45,194

Statistical year book for Sunchang-gun, Jian-gun, Jangsu-gun, and
Buan-gu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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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조사대상 4개 군의 논, 밭 그리고 임야를 합친 면적은 진

안군 >장수군 >순창군 >부안군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나, 지하

수 수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논과 밭을 합친 면적은 부안

군이 나머지 장수와 진안 보다는 약 3 배 정도 더 넓었고, 순

창군 보다는 2배 이상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Fig. 2).

결론적으로 전라북도 서부 해안 평야지에 위치한 부안군은 논

과 밭의 면적이 넓기에 상대적으로 지하수 수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화학비료 또는 퇴비의 투여량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농업용 지하관정 관리실태. 지역별 농업용 지하관정

관리실태 자료는 해당 지자체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

였다. 일반적으로 지하수는 관정의 크기에 따라 관경이 150

mm 이상인 대형관정, 50-150 mm인 중형관정, 50 mm 미만의

소형관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 지역인 전라북도 서

부 해안지역은 대형관정 43.2%, 중형관정 25.9% 그리고 소형

관정 30.9%를 나타낸 반면에, 동부 산악지역은 대형관정

28.7%, 중형관정 18.2% 그리고 소형관정 53.1%로 지역별로 차

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대형 및 중형관정의 경우에는 수중 모

터펌프를 이용하는데 수원 →취수설비 →저수탱크 →배수관 →

수도전으로 구성된다. 반면에 소형관정은 대부분 수원 →취수

설비 →수도전으로 구성된다[Kim, 1996]. 수원의 종류를 조사

한 결과, 전라북도 서부 해안지역은 총 158개 조사지점 가운데

지하 50 m 이내의 토사층에서 취수하는 시설이 123개소, 지하

50-100 m의 암반층 채수시설은 27개소, 100 m 이상의 깊이에서

채수하는 시설이 8개소로 나타난 반면, 동부 산악지역은 총 170

개 조사지점 가운데 지하 50 m 이내의 토사층에서 취수하는 시

설이 89개소, 지하 50-100 m의 암반층 채수시설은 54개소, 100

m 이상의 깊이에서 채수하는 시설이 27개소로 나타나 지역별

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농업용 지하수 수질 관리항목.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용수의 수

질 관리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과 지하수법에서 수원(水源)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10

조 ‘하천수질 환경기준’에 의해 4급수를 농업용수의 수질기준

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둘째 환경정책기본법 10조 ‘호소수질 환

경기준’에 의해 4급수를 농업용수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

하수법 13조 지하수 ‘수질기준’에 의해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사용 용도에 따라

농업용수, 공업용수 그리고 생활용수 등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하수의 수질관리 항목

은 일반오염물질 4항목과 특정유해물질 10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Table 3). 일반 하천수나 호소수와 달리 지하수에서는 질

소기준을 질산성질소의 농도로 판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표의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시 질산성질소의 이동이 가장 빠르며,

또한 암모니아성 질소가 질산성 질소로 질산화과정을 거쳐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표수 관리항목에

는 포함되지 않은 페놀, TCE과 TeCE를 관리항목으로 설정하

고 있는데, 이들 유해물질은 휘발성이 강해 지표수에서는 쉽게

휘발되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하수에서는 특성상 휘발이 억

제되어 장기간 지하수에 머물러 지하수중 주요 유기성 유해물

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농업용수 수질특성 비교 분석. 지하수는 지하매질을

통하여 유동하는 동안 용해 (dissoluting), 가수분해(hydrolysis),

침전(precipitation), 흡착(adsorption), 이온교환(ion exchange),

산화(oxidation), 환원(reduction), 미생물의 대사(microbiological

metabolism) 등 여러 작용에 의해 수질이 변화하게 된다. 국내

지하수의 가장 대표적인 오염물질은 유류오염 인자를 제외하고

는 질산성질소(NO3-N)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에서

질산성질소의 존재는 대수층이 외부기원으로부터 오염이 되었

음을 지시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별 농업용수 수질특

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Fig. 3 그리고 4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수소이온농도(pH). 지하수의 pH는 강수의 특성, 토양층 및

암반층과의 반응정도, 그리고 오염물질의 유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관개용수중 수소이온농도 관리 목적은 수소이온

농도가 수질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보

다는 산성 관개용수 공급으로 인한 토양양분의 손실, 토양중 알

루미늄과 철의 활성화로 인한 식물독성 그리고 알카리성 관개

용수 공급시 토양양분의 불용화 등 간접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라북도 서부 해안지역

(6.94±0.54)과 동부 산악지역(7.04±0.39) 농업용 지하수중 pH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농업용 관개용수로 적

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산성질소(NO3-N). 산화-환원전위에 민감한 화학종인 질산

성질소는 화학비료의 사용, 부패한 동식물, 생활하수, 공단 배

출수 및 쓰레기 잔사물 등을 통해 유입되며, 충적층 지하수에

서 흔히 검출되는 오염물질이다. 수중에서 질산이온은 대개 단

백질성질소가 산화되어 형성되는데, 농경지에 시비되는 질소질

비료가 질산성질소의 주요 출처가 되며, 심도가 낮은 천층수의

경우 에는 지표에 뿌려지는 질소성분이 빠르게 지하로 스며들

어 지하수에 유입되게 된다. 질산성질소는 산화환경에서 용존

이온 상태로 나타나며, 환원환경에서 탈질작용으로 분해된다.

Table 3. Water quality standard for agricultural groundwater

(Unit: mg/L)

Item

Standard of water quality*

Domestic 
water

Agricultural 
water

Industrial 
water

pH 5.8∼8.5 6.0∼8.5 5.0∼6.0

COD <6 <8 <10

Total coliform (MPN/100 mL) <5,000 - -

NO3-N <20 <20 <40

Cl- <250 <250 <500

Cd <0.01 <0.01 <0.02

As <0.05 <0.05 <0.1

CN- ND ND <0.2

Hg ND ND ND

Organophosphorus ND ND <0.2

Phenol <0.005 <0.005 <0.01

Pb <0.1 <0.1 <0.2

Cr+6 <0.05 <0.05 <0.1

TCE <0.03 <0.03 <0.06

TeCE <0.01 <0.01 <0.02

*Groundwater Act,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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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서부 해안지역(1.49±0.56 mg/L)과 동부 산악지역

(1.21±0.29 mg/L) 농업용 지하수중 질산성질소의 농도는 서부

해안지역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2.5 mg/L 이상의 질산성질

소 검출빈도를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서부 해안지역이 동부 산

악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업용 지하수중 질산성질소의 기

준치 20 mg/L 보다는 모든 조사지점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농

업용 관개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산성질소 함량

이 15 mg/L 이상인 경우 화학비료에 의한 오염가능성이 높고,

질산성질소가 15 mg/L 이하인 경우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에 의

해 영향을 심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2009]. 일반적

으로 질산성질소의 유입 물질은 대부분 지하수 관정 주변의

논, 밭, 과수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비료에 기인한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 조사대상 지역인 전라북도 서부 해

안지역과 동부 산악지역의 경우에는 화학비료에 의한 질산성질

소 유입 보다는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추정된다.

염소(Cl−). 일반적으로 염소이온은 해안 인근 지역에서는 염

수쐐기에 의한 유입, 또는 생활하수와 가축분뇨의 침출수, 폐기

Fig. 3. Water quality of agricultural groundwater in western coast area and eastern mountain area of Jeollabuk-do (unit: mg/L).

Table 4. Statistical parameter of agricultural groundwater

Area Parameter pH
NO3-N Cl− COD Cd As Phenol Pb Cr+6 Hg TCE TeCE CN−

Organophosp
horus

mg/L µg/L mg/L

West
coast

Mean 6.94 1.49 103.75 1.25 0.6 17.3 2.9 32.6 10.5 <DL* <DL <DL　 <DL <DL

S.D. 0.54 0.56 36.50 0.34 0.4 1.2 1.2 2.1 1.3 　<DL <DL <DL <DL <DL

Min. 6.01 0.63 69.30 0.53 0.7 5.4 1.4 1.1 2.5 　<DL <DL <DL <DL <DL

Max. 8.35 6.12 569.60 2.54 1.2 25.1 48.0 98.8 81.1 　<DL <DL <DL <DL <DL

No. 158 　 　 　 　 　 　 　 　 　 　 　 　 　

Eastern
mountain

Mean 7.04 1.21 9.25 0.98 <DL <DL 3.5 13.3 <DL 　<DL <DL <DL <DL <DL

S.D. 0.39 0.29 3.90 0.21 <DL <DL 1.6 2.1 <DL 　<DL <DL <DL <DL <DL

Min. 5.58 0.65 6.30 0.10 <DL <DL 1.9 2.5 <DL 　<DL <DL <DL <DL <DL

Max. 8.48 3.45 59.10 1.69 <DL <DL 34.0 95.8 <DL 　<DL <DL <DL <DL <DL

No. 170 　 　 　 　 　 　 　 　 　 　 　 　

*<detection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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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매립지의 침출수, 도로의 제설작업 그리고 일부 농업용 화

학물질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라북도 서부 해

안지역(103.75±36.50 mg/L)과 동부 산악지역(9.25±3.90 mg/L)

농업용 지하수중 염소이온의 농도는 서부 해안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서부 해안지역에 위치한 일부 지하수

관정에서 염수쐐기와 해수 침투에 의해 높게 나타난 지점이 나

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결과, 농업용 지하수중 염

소이온의 기준치 250 mg/L를 초과한 지점이 서부 해안지역에

서는 9곳이었으나, 동부 산악지역은 대부분의 조사지점에서 50

mg/L 이하를 나타내었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작물에 대한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수중에 존재하는 분해되기 쉬운 유기물이 토양에서 분해될 때

토양중의 산소를 소비함으로써 토양을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황

화수소, 유기산 및 2가 철 등의 유해물이 생성되어 작물에 끼

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라북도 서부 해안지역(1.25±0.34 mg/L)과 동부 산악지역

(0.98±0.21 mg/L) 농업용 지하수중 화학적산소요구량은 서부 해

안지역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농업용 관개용수로 적합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유해중금속(Cd, As, Pb, Cr, Hg). 농업용 지하수중 유해중금

속 관리항목은 카드뮴(Cd), 비소(As), 시안(CN-), 수은(Hg), 납

(Pb) 그리고 6가크롬(Cr+6)이다. 중금속의 지하수 유입경로는 주

로 산업폐수, 하수처리장 방류수, 매립장 침출수 그리고 대기오

염물질의 토양침적후 중력수를 통한 지하수로의 유입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농경지에 투입되는 화학비료나 농약중에도 비소

나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축분뇨 퇴비에는 구리, 아연

그리고 납과 같은 중금속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유해 중

금속 5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전라북도 동부 산악지역과 서

Fig. 4. Water quality of agricultural groundwater in western coast area and eastern mountain area of Jeollabuk-do (unit: µ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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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해안지역간에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동부 산악지역의

경우, 카드뮴, 비소, 6가크롬 그리고 수은이 모두 검출한계미만

으로 나타났으며, 납의 경우 기준치 이하로 일부 지점에서 검

출되었다. 반면에, 서부 해안지역에서는 수은만 검출한계 미만

으로 나타났고 기타 카드뮴, 비소, 납 및 6가크롬이 거의 대부

분의 지점에서 검출되었다. 그러나 검출되는 농도 역시 자연함

유량 수준으로 농업용 지하수 관리기준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페놀류(Phenol). 페놀화합물은 방향족 고리에 수산기(-OH)가

결합한 화합물의 총칭으로서 우리에게는 ‘낙동강 페놀오염 사

고’로 알려져 있다. 페놀류 화합물은 목재저장, 펄프와 종이제

조, 금속주물, 석유정련, 플라스틱 그리고 직물과 유기화학물질

제조와 같은 다양한 업종의 방류수에서 발생하는 주 오염물질

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페놀류 화합물은 독성을 가지고 있

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왔다[Park et al., 1999]. 조사대상

전 지점에서 페놀류 화합물은 검출한계미만으로 나타나 유기독

성물질에 의한 오염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시안(CN−). 시안화합물은 대체로 합성고무 생산, 석탄 산업,

석유정제, 전기 도금 및 제철산업에서 대량 배출되는 유독성 물

질이다. 폐수나 지하수속에 함유되어 있는 시안화합물은 그 독

성이 강하여 수질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서 동시에 규제되고

있는 오염물질이다[Kim, 2008]. 조사대상 전 지점에서 페놀류

화합물은 검출한계미만으로 나타나 시안화합물에 의한 오염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인. 농약, 비료, 세제의 연마제로 대량 사용되었던 유기

인화합물[organophosphorus compound, 有機燐化合物]은 인과 탄

소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로서 주로 인산염과 그 관련 화합물

이다. 일반적인 수질분석에서 지칭하는 유기인 화합물은 이피

엔, 파라티온, 메틸디메톤, 다이아지논 및 펜토에이트를 가리키

고 있다. 조사대상 전 지점에서 유기인 화합물은 검출한계미만

으로 나타나 유기인계 농약류에 의한 오염은 아직 진행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TCE과 TeCE. 유기용제나 살충제로 널리 사용되어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환경중에서 빈번하게 검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이다. 조사대상 전 지점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과 테트라클

로로에틸렌이 검출한계미만으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유기용제

또는 농약으로 인한 오염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지하수 자원은 한번 오염되거나 고갈되면 그 복구가 매우

어렵고, 복구를 위해서는 엄청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

서, 농촌지역에서 지하수의 이용 및 오염현황, 잠재오염원 및

오염유발 시설현황 등을 조사하고 지하수 이용시설 관리 강화

를 통해 지하수 수질이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초 록

전라북도 서부해안지역(부안군)과 동부 산악지역(진안군, 장

수군, 순창군)을 대상으로 328 지점의 농업용 지하수 수질특성

을 비교 검토하였다. 조사항목은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리항목인 일반오염물질 4개 항목과 특정유해물질

10개 항목이었다. 전라북도 서부 해안지역에서 일반오염물질의

일종인 염소이온이 기준치를 초과한 지점이 나타났으나, 모든

조사지점에서 농업용 지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였다. 특정유해

물질은 거의 모든 조사지점에서 검출한계미만 또는 자연함유량

수준으로 검출되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농업활동이 활발하고

논과 밭의 경지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해안 인접 평야지가 중

산간지대 보다 농업용 지하수중 오염물질의 농도가 더 높게 나

타나는 경향이었다.

Key words: 관정, 농업비점오염원, 농업용수,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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