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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ganic certification soil for the comparison of heavy metals, nutrients,
and irrigated water standards to certify a farm. It was carried out in 811 paddy fields of organic rice
(Oryza sativa L.) cultivated at Goseong-Gun. The amounts of 8 heavy metals, Cd, Cu, As, Hg, Pb, Cr

6+
,

Zn, and Ni were found to be 0.05, 14.5, 1.08, 0.92, 10.7, 1.34, 35.9, and 22.2 mg kg-1 in regular sequence
in the organic paddy soil, and they were 0.32, 13.6, 1.01, 0.03, 10.4, 0.91, 42.4 and 22.5 mg kg-1 in the
non-pesticide paddy soil. In comparing organic and non-pesticide paddy soil with respect to the
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soil, the average pH and the amount of organic matter, available phos-
phate and available silicate were 5.88 and 27.6 g kg-1, 134.5 mg kg-1, and 165.3 mg kg-1, while they
were 5.78 and 32.1 g kg

-1
, 107.7 mg kg

-1
, and 175.2 mg kg

-1
, respectively. The amount of exchangeable

cation K+, Ca2+, and Mn2+ were 0.25, 5.20, and 1.04 cmol+ kg-1 in organic paddy soil, while they were
0.38, 5.13, and 1.19 cmol+ kg-1 in non-pesticide paddy soil. The pH, DO, BOD, COD and SS conditions
of the irrigated water used in the organic paddy soil were found to be 7.23, 8.40, 2.80, 1.86, and 2.58
mg l-1 and the condition of irrigated water used in the non-pesticide paddy soil were found to be
7.65, 9.16, 2.25, 4.11, and 4.00 mg l-1, respectively.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 that environ-
mentally-friendly certificates in Korea have to unify organic and non-pesticide agro-products in an or-
ganic standard in food policy and control becaus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soil and irrigated
water standards in the two cer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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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에서의 농업 기후 조건과 농업의 다양성은 유기농업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광범위한 유기농산물의 생

산에 필요한 재배환경의 적정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농×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기

준과 권장사항, 실천규범은 1963년 WHO와 FAO에 의하여 제

정된 Codex Alimentarius (www.codexalimentarius.net) 이

다. 이 규범은 국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식품교

역량에서 누구나 어디서나 식품의 안전성과 우수한 식품을 

위하여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에게 권장되고 있는 실천 규

범이다[3].

한국에서의 환경 친화적 농업의 법제화는 “우리나라 농업

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국민들의 안전농산물 욕

구에 부응하고,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농업정책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 12월 13일 제정하여 1년간의 입법예고

를 거쳐 1998년 12월 14일 시행하였다. 2014년 1월 현재 16회 

개정이 되었고, 제정 당시 특별법인「환경농업육성법」에서 

2001년 1월 16일 제명(題名) 개정에 따라「친환경농업육성

법」으로 바뀌고 그 해 7월1일 시행하였으며, 2012년 6월 1일 

일반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다시 제명과 전부 개정되어 2013년 6월 2일에 

시행하였다[14, 16]. 개정법에 의하면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

물로 인증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고, 인증의 구분은 유기농축

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유기수산물, 유기농

업자재와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종류를 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13년 3월 23일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의약

안전처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여 

일원화하였다. 법의 개정과 정부조직의 소관 부처 이동의 중

요한 점은 국제적 기준인 Codex Alimentarius의 기준을 따르

는 유기식품 등 기준을 정하여 국제적 기준에 없는 친환경농

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축산물의 

HACCP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제도로 바꾸고 소관 부처를 식

품의약품안전처로 옮겼고, 신선 채소류인 농산물이 단순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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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직접 식품으로 사용됨에 따라 농산물 국제무역의 

수입과 수출에 있어 해당 국가간 동일성 기준을 적용함에 따

라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용어는 일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고, 농산물에 한하여 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는 아직 농림축

산식품부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14]. 농산물이 식품의 원료라

는 점에서 농산물의 생산과정도 국제적으로 식품정책(food

policy)과 식품관리(food control)로 다루고 있어 한국에서도 

유기인증(organic certification)에 있어서는 농식품으로 안전

체계를 일원화하는 과정 중이며 유기인증의 기준(standards)

에서 토양, 수질, 잔류농약허용기준 등은 Codex Alimentarius

Standards가 정한 식품관리의 일부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2012년 현재 전체 유기식품 등의 인증품은 1,498천 톤이며,

이 중 유기인증 농산물은 168 천 톤, 무농약인증 농산물은 842

천 톤, 저농약인증 농산물은 488 천 톤으로 전체 농산물 대비 

9.6%를 차지하고 있다[18]. 본 연구 조사지역인 경남 고성군의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은 2012년 현재 유기농산물이 1,072톤,

무농약농산물이 4,971톤, 저농약농산물이 547톤으로 각각 인

증품 생산 계획량이었다[18]. 고성지역은 동일 작목, 동일 지

역, 인증면적의 집단화, 국가지원에 의한 수 억의 농가 비용으

로 검사한 자료가 많아서 연구조사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되었으며, 대량의 필드 조사지점을 가장 올바르게 

연구하고자 한다면 단독과제에서 조사 비용, 노력과 절대적 

시간으로 조사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검사결과서

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농경지의 생산성은 재배면적의 확보와 단위면적당 생산량

에 좌우된다. 벼 재배면적은 2001년 1,146천 ha에서 2006년 

1,084천 ha, 2011년 960천 ha로 점차적인 감소와 생산량이 줄

어드는 추세[24]이기 때문에 쌀의 품질향상과 기능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18]. 고품질의 쌀 생산은 기상조건, 벼 품종, 토

양비옥도 수준, 농가의 재배관리 등에 의해 좌우되며 소비자

의 선호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벼 재배지에 대한 

지속적인 토양 환경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 재배지의 확대가 요구된다. 국가적인 논 토양 관리 대

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토양비옥

도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토양비옥도는 「친환경농

업육성법」제11조에 의거 1999년 이후 농경지 토양 화학성 

변동 실태조사를 논, 밭, 과수원, 시설 재배지의 순으로 4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다. 그 조사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석회·규

산 등 토양개량제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토양산도는 완만히 

개선되고 있으며 시설재배지 토양은 유효인산과 치환성 칼륨 

등 양분함량이 집적되고 있는 실정이다[8, 11, 23].

친환경 농산물 이용실태, 정보원천, 평가기준, 친환경농산

물에 대한 만족도 등을 도시민과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보고[4, 5, 6]는 생산자와 유통자의 효율적 마케팅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하고,

국민 건강차원으로 농산물, 토양, 농업용수의 중금속 오염에 

관한 보고[6, 9, 20, 21]가 있었으며, 또한 친환경 유기 농자재의 

사용, 농업인의 사용실태, 자가제조 액비 사용 실태 및 잔류농

약 실태에 관한 연구들[1, 12, 13, 19]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재배

지 환경에 대한 조사가 있었지만, 친환경 농업단지의 유기 농

산물인증 생산지와 무농약 농산물인증 생산지 간의 토양 화학

성을 비교·분석한 조사와 연구는 미미한 것 같다[25].

따라서, 본 연구는 경남 고성군 친환경인증 논 필지를 중심

으로 무농약 농산물과 유기 농산물인증 벼 재배 지역 논 토양

의 중금속, 토양 화학성 현황, 농업용수의 실태를 조사하여 

친환경농업의 목적에 도달하려는 노력으로써 논 토양 환경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시비처방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로써 활용이 될 수 있

도록 하고자 조사를 하게 되었다. 유기 농산물과 무농약 농산

물의 국가적 인증제도의 공통점은 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없

고, 친환경 유기 농자재를 사용하되, 그 차이는 첫째, 화학비료

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유기농산물과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의 화학비료 사용을 허용하는 무농약 농산물이고, 둘째는 무

농약 농산물을 인증을 받고 2년 이상 유기농산물의 기준으로 

생산한 필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기 농산물로 인증한다

[18]. 그러므로 유기식품 재배지 토양 환경이 무농약농산물 재

배지 환경에 비하여 보다 2년 이상의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토양오염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가설에 의하여 본 연구는 하게 

되었다.

재료 및 방법

조사자료

2012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경남 

고성군 친환경 벼 재배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 농산물인증과 

무농약 농산물인증 작목반을 각각 5개 단체 집단으로 하여 

조사하였고, 유기농산물 재배 필지, 시료, 농가는 각각 266필

지, 271시료, 68농가이었고, 무농약 농산물 재배 필지는 각각 

545필지, 551시료, 148농가이었다. 조사 항목은 중금속 8성분 

Cd, Cu, As, Hg, Pb, Cr6+, Zn, Ni, 토양 화학적 특성 7성분 

pH, OM, Av, P2O5, K
+
, Ca

2+
, Mg

2+
, Av. SiO2, 농업용수 5성분 

pH, DO, BOD, COD, SS을 각각 유기 농산물 생산지역과 무농

약 농산물 생산지역로 나누어 비교·조사하였다(Table 1). 재배

포장의 토양은 표토의 부식질을 제거하고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최소한 10개소 이상

의 수거지점을 선정하여 약 15 cm 깊이의 흙을 100 g씩 채취하

여 균일하게 혼합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토양은 서

늘한 장소에서 7일간 건조하여 2 mm 체를 통과시켜 화학성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역별로 농업용수(하천×호소의 경우 

‘Ⅳ’ 등급)는 재배지와 용수원의 격리거리 및 지형적인 입지조

건 등이 유사하여 수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

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수원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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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llection place of sample classified by certification

kinds

Certification

kinds

Regional No.

(Certification No.)
Samples Fields Farmers

Organic

paddy soil

1(21-1-4)

2(21-1-10)

3(21-1-43)

4(21-1-45)

5(21-1-46)

33

24

92

92

30

33

22

91

90

30

14

1

18

23

12

Sum 271 266 68

Non-pesticide

paddy soil

6(21-3-142)

7(21-3-145)

8(21-3-146)

9(21-3-241)

10(21-3-251)

42

378

43

27

61

41

376

42

27

59

11

88

13

15

21

Sum 551 545 148

Table 2. Average contents and range of extractable heavy metals in paddy soils collected between organic and non-pesticide

agro-product certifications at Goseong-Gun

Agricultural

products

Cd Cu As Hg Pb Cr
6+

Zn Ni

mg kg
-1

Criterial level1) 4 150 25 4 200 5 300 100

National average2) 1.293 23.756 5.641 0.038 35.825 0.351 89.227 15.494

Organic

paddy soil

Max.

Ave.3)

Min.

0.18

0.05±0.078

0

16.27

14.5±2.26

10.55

2.2

1.08±0.655

0.53

4

0.92±1.727

0.06

18.4

10.7±4.88

6.75

2.98

1.34±1.064

0

41.51

35.9±5.98

29.4

44.84

22.2±16.03

4.3

Non-pesticide

paddy soil

Max.

Ave.3)

Min.

0.63

0.32±0.275

0

22.59

13.6±7.15

2.63

2.9

1.01±1.186

0

0.09

0.03±0.047

0

20.24

10.4±7.56

0.98

1.91

0.91±0.829

0

51.42

42.4±5.89

35.3

52.78

22.5±18.11

5
1)

Korean warning standards and element concentrations of soil A (mg kg
-1

),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5-2.
2)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2011)
3)

Average　±　standard deviation for all of each analyses.

원으로 간주하여 시료를 채수하였고, 시료채취 후 6시간 이내

에 공인시험연구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였다.

검사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등에 의해 실시

되었다. 무농약 재배지는 진흥청 권장 비료시비량 1/3은 화학

비료를 시비하였으며, 유기재배지는 토양관리시비처방서에 

정한 권장 시비량 모두 유기퇴비 등과 같은 유기농업자재만을 

시용하였다.

통계 분석방법

모든 조사 자료는 검사결과서 각 성분별 전체 성분의 평균

값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조사결과의 평균값은 환경부

와 농촌진흥청이 실시하는 국가적 평균값과 비교하였고, 적정

범위의 초과는 환경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의 법령으로 정한 

적정기준과 비교·조사하였다.

결 과

유기 농산물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유기 농산물인

증과 무농약 농산물인증 지역의 논 토양에 대한 연구를 위하

여 경남 고성지역 친환경 작목반 중심으로 유기 농산물 생산지

역과 무농약 농산물 생산지역으로 나누어 비교 조사하였다.

친환경 벼 재배 토양의 중금속 함량

유기 재배지 토양의 Cd, Cu, As, Hg, Pb, Cr
6+

, Zn, Ni는 

각각 0.05, 14.5, 1.08, 0.92, 10.7, 1.34, 35.9, 22.2 mg kg
-1인 반면

에 무농약 재배지 토양은 각각 0.32, 13.6, 1.01, 0.03, 10.4, 0.91,

42.4, 22.5 mg kg-1이었다(Table 2). 카드뮴(Cd)의 경우 전국 

평균 논 토양이 1.293 mg kg
-1인데 비하여 무농약 재배지는 

0.32 mg kg
-1과 유기농산물 재배지는 0.05mg kg

-1으로 오염우

려기준인 4 mg kg
-1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구리(Cu)

중금속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성분 중의 하나[2]로써 무농약 

재배지 1곳의 최고 수치가 22.59 mg kg-1으로 전국 평균 23.756

mg kg-1　(Table 2)에 근접할 뿐 무농약 재배지 13.6 mg kg-1과 

유기 재배지 14.5 mg kg
-1으로 무농약 재배지와 유기 재배지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소(As)는 전국 평균값이 5.641

mg kg
-1인 것에 비하여 무농약 재배지는 1.01 mg kg

-1과 유기 

재배지는 1.08 mg kg
-1으로 전국 평균에 비교하여 약 5분의 1

수준이며 구리와 마찬가지로 무농약 재배지와 유기 재배지 

간의 차이는 없었다. 수은(Hg)의 경우 전국 평균값 0.038 mg

kg
-1과 비교하여 무농약 재배지는 유사한 0.03 mg kg

-1인 것에 

비하여 유기 재배지는 0.92 mg kg
-1으로써 약 24배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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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nutrient contents of paddy soil needed between organic and pesticide-free certification in the chemical fertilizer applied

fields

Agricultural

products

pH

(1:5)

OM1)

(g kg
-1

)

Av. P2O5

(mg kg
-1

)

K
+

Ca
2+

Mg
2+

Av. SiO2

(mg kg
-1

)cmol　+ kg
-1

Optimum range2) 5.5~6.5 25~30 80~120 0.25~0.3 5.0~6.0 1.5~2.0 157~180

National

average
3)

Range

Test areal %

5.6~6.5

48.4

21~30

36.9

51~150

47.7

0.21~0.30

21.9

5.1~6.0

12.9

1.6~2.0

13.1

151~200

20.2

Organic

paddy

soil

Max.

Ave.
4)

Min.

7.7

5.88±0.395

5.0

59

27.6±7.58

8

519

134.5±85.53

11

1.25

0.25±0.179

0.04

15

5.20±1.983

0.49

2.7

1.04±0.431

0.2

629

165.3±113.15

34

Over STD (%)

Optimal (%)

Below STD (%)

16(5.90)

227(83.76)

28(10.33)

101(37.27)

79(29.15)

91(33.58)

118(43.54)

84(31.00)

69(25.46)

70(25.83)

42(15.50)

159(58.67)

74(27.31)

60(22.14)

137(50.55)

7(2.58)

31(11.44)

233(85.98)

85(31.37)

20( 7.38)

166(61.25)

Non-

pesticide

paddy

soil

Max.

Ave.
4)

Min.

7.3

5.78±0.349

4.7

67

32.1±9.54

14

376

107.7±59.58

11

2.19

0.38±0.247

0.03

12.9

5.13±1.403

1.7

3.3

1.19±0.472

0.2

1011

175.2±159.41

27

Over STD (%)

Optimal (%)

Below STD (%)

14( 2.54)

447(81.13)

90(16.33)

249(45.19)

217(39.38)

85(15.43)

160(29.04)

218(39.56)

173(31.40)

321(58.26)

67(12.16)

163(29.58)

104(18.87)

201(36.48)

246(44.64)

26(4.72)

119(21.60)

406(73.68)

161(29.22)

34( 6.17)

356(64.61)
1)

OM, Organic matter.
2)Standard level range needed by classified crops,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2010)
3)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2013, http://soil.rda.go.kr/soil/chart/chart.jsp)
4)

Average ± standard deviation for all of each analyses.

났다. 납은 무농약 재배지 10.4 mg kg-1과 유기 재배지 10.7

mg kg-1로써 재배지 간의 차이가 없었고, 전국 평균 35.825

mg kg
-1

(Table 2)으로 약 3분의 1의 양이었다. 6가 크로뮴

(Cr
6+

)은 전국 논 평균 0.351 mg kg
-1인 데 비하여 무농약 재배

지 0.91 mg kg
-1과 유기 재배지 1.34 mg kg

-1으로 무농약 재배

지는 약 2.6배, 유기 재배지는 3.8배 전국 평균 보다 많았다.

아연(Zn)은 중금속 조사 8개 성분 중에 오염우려기준이 300

mg kg-1으로 가장 많으며, 전국 평균은 89.227 mg kg-1에 비하

여 무농약 재배지 42.4 mg kg
-1과 유기 재배지 35.9 mg kg

-1의 

양으로 각각 47.5%와 40.2%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유기 재배

지가 무농약 재배지 보다 적은 양으로 나타났다. 니켈(Ni)은 

전국 평균 15.494 mg kg
-1에 비하여 무농약 재배지 22.5 mg

kg-1과 유기 재배지 22.2 mg kg-1으로 무농약 재배지와 유기 

재배지 간의 차이는 없으나 전국 평균에 비하여 각각 1.45배,

1.43배 양이 많았다.

친환경 벼 재배 토양의 화학성분 함량

토양의 화학성 중 pH, 유기물, 유효 P2O5, 유효 SiO2의 평균

값은 유기 재배지 토양에서 각각 5.88, 27.6 g kg-1, 134.5 mg

kg
-1
, 165.3 mg kg

-1이었으며, 무농약 재배지 토양은 각각 5.78,

32.1 g kg
-1

, 107.7 mg kg
-1

, 175.2 mg kg
-1이었다(Table 3).

유기 재배지 시료 채취 271지점의 토양별 수소이온농도

(pH)를 분석했을 경우 벼의 표준적정기준인 5.5~6.5 범위에 

해당하는 지점은 227지점 83.76%이고,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알카리성 지점은 16지점 5.90%이며, 적정 범위를 초과(이하)

하는 산성 지점은 28지점 10.33%이었다. 무농약 재배지 시료 

채취 551지점 중 표준적정기준의 5.6~6.5 범위에 해당하는 지

점은 447지점 81.13%이고,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알카리성 지

점은 14지점 2.54%이며, 적정 범위를 초과(이하)하는 산성 지

점은 90지점 16.33%이었다. 유기물의 경우 유기 재배지는 평

균값에서 표준 시비기준 범위내의 27.6 g kg-1인 것에 비하여 

무농약 재배지는 32.1 g kg-1으로 적정 범위를 약간 초과하였

고, 유기 재배지에서 적정 범위의 비율이 29.15%로써 무농약 

재배지 39.38% 보다는 약 10%가 적었다. 유효 인산은 유기 

재배지에서 평균 134.5 mg kg
-1인 것에 비하여 무농약 재배지 

평균 107.7 mg kg
-1으로 많은 양이며, 적정 시비량의 범위인 

120 mg kg-1 보다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농약 

재배지에서 적정 시비량을 초과하는 지점이 29.04%이고 이하 

지점도 31.40%인 것에 비하여 유기 재배지에서 초과 지점이 

43.54%이고 이하인 지점도 25.46%인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치환성 양이온인 K+
, Ca

2+
, Mn

2+의 평균값은 유기재배지 토

양의 경우 각각 0.25, 5.20, 1.04 cmol　+ kg-1이었고, 무농약 

재배지 토양의 경우 각각 0.38, 5.13, 1.19 cmol+ kg-1이었다

(Table 3). 칼륨이온은 유기 재배지의 경우 평균 0.25 cmol+

kg
-1으로 적정 범위 기준과 양적으로 경계이었나, 실제 전체 

271 조사지점을 적정시비 범위와 초과 또는 이하로 나누어 

분석을 해 볼 경우, 적정 범위는 불과 15.50%이고, 초과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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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ndition of irrigated water used between organic and non-pesticide agro-products certification

Agricultural products pH (1:5)
DO

1)
BOD

2)
COD

3)
SS

4)

mg l
-1

Optimum range
5)

6.0~8.5 2.0 above 8.0 below 8.0 below 15.0 below

National average6) 7.7 8.4 1.9 5.0 19.5

Organic paddy

soil

Max.

Ave.
7)

Min.

7.7

7.23±1.49

6.6

10.4

8.40±1.49

6.9

8.5

2.80±3.83

0.4

4.2

1.86±1.35

1.0

4.3

2.58±1.50

1.0

Non-pesticide

paddy soil

Max.

Ave.
7)

Min.

7.7

7.65±0.11

7.45

11.4

9.16±1.88

6.48

3.1

2.25±0.77

1.6

9.3

4.11±2.50

1.0

11.6

4.00±3.45

1.0

1)
DO, Dissolved oxygen.

2)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3)
COD, Chemical oxygen demand.

4)
SS, Suspend solid.

5)
Environmental Standards Grade　(IV),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Ministry of Environment (2014).
6)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2013.07).
7)

Average±standard deviation for all of each analyses.

25.83%이며, 적정 범위 이하가 58.67%를 보였다. 칼슘이온은 

유기 재배지의 평균값이 5.20 cmol　+ kg-1이고, 무농약 재배지

의 평균값은 5.13 cmol　+ kg
-1로써 적정 범위이었다. 마그네슘

이온은 유기 재배지가 평균 1.04 cmol　+ kg
-1과 무농약 재배지

가 평균 1.19 cmol　+ kg
-1값으로 전체적인 적정 범위 이하가 

유기 재배지에서 85.98%, 무농약 재배지에서 73.68%에 이르는 

부족량을 보이는 것은 마그네슘질 비료를 시용함에 있어서 

시비량을 결정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성분으로 나타났

다.

유효 규산은 평균값으로 유기 재배지와 무농약 재배지를 

비교하였을 경우 유기 재배지가 165.3 mg kg
-1인 것에 비하여 

무농약 재배지가 175.2 mg kg
-1로써 무농약 재배지는 적정 범

위 최고치에 근접하였다.

친환경 벼 재배 토양에 사용된 농업용수 분석

유기 재배지 농업용수의 pH, DO, BOD, COD, SS는 각각 

7.23, 8.40, 2.80, 1.86, 2.58 mg l
-1이었고, 무농약 재배지의 농업

용수는 각각 7.65, 9.16, 2.25, 4.11, 4.00 mg l-1이었다(Table 4).

경남 고성군 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배지가 인접 작목반으

로 구성되어있는 지역으로 수원지가 호소인 경우는 동일한 

경우가 있고, 하천수를 쓰는 경우에는 환경부「환경정책기본

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서 호소수의 항목에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추가가 된 반면에 총질소량

과 엽록소-a가 삭제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석 자료는 유기 

재배지 5개 작목반과 무농약 재배지 5개 작목반에서 시험 의

뢰한 결과서를 중심으로 유기 재배지는 호소수 1개소와 4개의 

하천수를 수원지로 사용한 것이었고, 무농약 재배지는 호소수 

5개소와 4개의 하천수를 수원지로 사용한 것이었다. 환경기준 

등급 IV(농업용수 기준)를 기준으로 수소이온농도(pH), 용존

산소량(DO),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

량(COD), 부유물 질량(SS) 등 5개 항목을 조사하여 유기 재배

지와 무농약 재배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유기 재배지의 경우 농업용수의 수소이온농도 pH 7.23은 

환경기준 최고 등급(Ia) 기준 pH 6.5~8.5의 범위 내이고, 산소

요구량(DO) 8.40 mg l
-1은 환경기준 등급(Ia) 기준 7.5 mg l

-1

이상이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2.80 mg l
-1은 환경기준 

등급(II) 기준 3 mg l-1 이하이었다. 또한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1.86 mg l-1은 환경기준 최고 등급(Ia) 기준 2 mg l-1

이하이고, 부유물 질량(SS) 2.58 mg l
-1은 환경기준 최고 등급

(Ia) 기준 25 mg l
-1 이하이었다. 무농약 재배지의 경우 농업용

수의 수소이온농도 pH 7.65는 환경기준 최고 등급(Ia) 기준 

pH 6.5~8.5의 범위 내이고, 산소요구량(DO) 9.16 mg l
-1은 환경

기준 등급(Ia) 기준 7.5 mg l-1 이상이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2.25 mg l-1은 환경기준 등급(II) 기준 3 mg l-1 이하이었

다. 또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4.11 mg l
-1은 환경기준 등

급(II) 기준 5 mg l
-1 이하이고, 부유물 질량(SS) 4.00 mg l

-1은 

환경기준 최고 등급(Ia) 기준 25 mg l
-1 이하이었다.

고 찰

경남 고성지역 친환경 작목반 중심으로 유기 농산물 생산지

역과 무농약 농산물 생산지역으로로 나누어 비교 조사하였

다. 고성군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역은 중금속 8개 성분 중 전

국 평균 양보다 많은 성분이 수은(Hg), 6가 크로뮴(Cr
6+

), 니켈

(Ni)이었고, 무농약 재배지와 유기 재배지를 비교 조사한 결

과, 무농약 재배지에서는 카드뮴(Cd)과 아연(Zn)이 유기 재배

지에 비하여 많은 반면에 유기 재배지에서는 구리(Cu), 수은

(Hg)과 6가 크로뮴(Cr6+)이 무농약 재배지에 비하여 많았고,

비소(As), 납(Pb), 니켈(Ni)은 무농약 재배지와 유기 재배지가 

유사하였다. 경남고성군 삼산면 병산리의 폐광산 지역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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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평균값은 Pb, Zn, Cu, Cd, Cr6+, As의 함량은 각각 

72.37, 172.28, 64.42, 2.10, 37.71, 17.74 mg kg-1으로 조사된 보고

[5]와 비교해 보면 거리적으로는 약 30 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각각 무농약 재배지에서는 10.4, 42.4,

13.6, 0.32, 0.91, 1.01 mg kg
-1이고 유기 재배지에서는 각각 

10.7, 35.9, 14.5, 0.05, 1.34, 1.08 mg kg
-1 밖에 되지 않아서 폐광

산 인접지역의 논 토양 보다는 약 5분의 1의 수준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연구에서 중요한 결과는 유기재배지와 무농약재배

지의 차이는 토양의 화학성이다. 토양 내 수소이온농도의 경

우 유기 재배지 토양에 비하여 무농약 재배지 토양을 비교했

을 경우 유기 재배지는 수소이온농도가 적정 범위보다 많은 

산성 초과 지점이 10.33%이고, 무농약 재배지는 16.33%인 반

면에 수소이온농도가 적은 알카리성 초과 지점은 유기 재배지

가 5.90%이고, 무농약 재배지가 2.54%이었다. 수소이온농도로

만 비교했을 때 유기 재배지가 무농약 재배지 보다 적정 범위

로 개선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유기물질의 경우 적정 범위

를 초과하는 지점의 비율이 유기 재배지가 무농약 재배지에 

비하여 많다는 것은 유기 재배지에서 토양환경에 투입되는 

화학비료를 대신하는 유박 같은 유기질 퇴비 등을 지나치게 

많이 투입한 것과 무농약 재배지에서 양이온이 유기물 보다 

많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진다[25]. 논 토양에서 유효인산의 

함량이 높은 것은 용수가 많이 필요로 하는 7월과 8월에 농업

용수원인 호소에서 총 인산의 양이 초과하여 부영양화됨으로

써 논 토양으로 유입이 하나의 원인과 더불어 축산분뇨 등을 

다량으로 살포함에 따른 토양 내의 유효인산의 양이 특히 유

기 재배지에서 초과된 것으로 볼 때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

[15].

칼륨의 함량의 경우 무농약 재배지의 경우 551지점 중 

12.16%만 적정 범위이고, 58.26%가 초과 지점이며, 29.58%가 

적정 범위 이하 지점으로 나타나 유기 재배지가 적정 범위 

이하인 지점의 비율이 높은 것에 반해 무농약 재배지에서는 

초과하는 지점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무농약 재배지가 초과

하는 평균값을 보였다. 이러한 현장을 볼 때는 실제로 평균값

에서 적정 범위의 이하이냐 초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송 등(2007)의 보고와 같이 재배 필지별 토양 화학성에 따라 

적정시비를 성분별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8, 23]. 칼

륨이온과 마찬가지로 적정 범위, 초과, 이하로 나누어 보면 

유기 재배지는 각각 22.14, 27.31, 50.55%로, 무농약 재배지는 

각각 36.48, 18.87, 44.64%으로 유기 재배지 271지점의 평균값

과 무농약 재배지 551지점의 전체 평균값이 중요한 것 보다는 

재배 필지의 토양 화학성을 검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성분별 

비료를 조정하여 시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치환성 양이

온을 위한 비료성분을 시비할 경우에는 면적이든 시료채취 

지점의 전체 작목반 단지이든 평균값에 의한 적정 시비량을 

결정하는 것보다 경영자의 재배지 별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만

으로 각 성분별 시비 적정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을 분석자료 결과로써 확인하게 된 점에서 본 조사는 의미가 

크다 하겠다.

유효 규산은 논 토양에서 토양의 비옥도 및 건전성을 위하

여 시비를 한다[10]. 유기 재배지에서 적정 시비량 이하가 

61.25%, 초과가 31.37%인 것과 무농약 재배지에서 적정 시비

량 이하가 64.61%, 초과가 29.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유기 재배지의 적정 범위가 불과 

7.38%이고, 무농약 재배지의 적정 범위가 6.17%밖에 안 되는 

것은 마그네슘이온과 마찬가지로 규산질 비료 역시 적정 수준

까지 투입하는 데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

서 조사 지점별에 따라 차이가 심한 것은 특히 유기 재배지와 

무농약 재배지에서 토양관리시비처방서에 따라 적정한 시비

를 하여 벼의 도복을 방지하고자 본래 목적 이상으로 시비하

는 유효규산의 성분은 필지별로 시비처방을 하여 적정시비량

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경축순환자원의 양분관리를 조사한 

연구[17]와 본 조사 연구를 비교했을 경우 적정 범위의 비율만

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pH, OM, Av.

P2O2, Exch. K+, Exch. Ca2+, Exch. Mg2+, Av. SiO2의 적정 범위

는 각각 78.1, 21.9, 17.2, 7.3, 12.6, 21.9, 8.7%인 것에 비해 유기 

재배지는 각각 83.76, 29.15, 31.00, 15.50, 22.14, 11.44, 7.38%이

었고, 무농약 재배지는 각각 81.13, 39.38, 39.56, 12.16, 36.48,

21.60, 6.17%이었다. 수소이온 농도와 유효규산은 광역친환경

단지 논 토양과 조사 재배지가 유사한 반면에 마그네슘은 광

역친환경단지보다 유기 재배지에서는 적은 양이며, 무농약 재

배지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4 성분들은 광역친환

경단지 보다 적정 범위에 가깝게 투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이온농도(pH)를 제외하고는 유기 재배지의 pH, 유기물,

유효 P2O5, 유효 SiO2 적정 범위가 각각 81.54%, 61.62%,

31.00%, 7.35%에 불과하고, 무농약 재배지는 각각 79.22%,

30.24%, 59.24%, 8.28%밖에 안 되는 평균값에 의한 단순한 전

체적인 비교·분석은 무의미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러한 현상은 친환경농업의 목적에 해당하는 저투입과 지속가

능한 농업이 되어야 함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단순히 전체적인 

비료성분의 경감만으로 간주하여 시비량을 줄이려는 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듯하다[16]. 친환경의 본래 목적은 작목별 적

정 시비량을 투여하여 벼가 자라는 시기에 이용하여 불필요하

게 더 이상 토양 속에 비료성분을 남기지 않도록 성분별 조절

하여 토양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에도 기인하는 

것이다[8, 11, 23]. 따라서 철저한 벼의 이앙(파종) 전과 수확 

후에 토양 내의 비료성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분별 비료를 

적정 수준까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양이온(K+, Ca2+,

Mg2+) 또한 조사 지점별에 따라 차이가 적정 범위와 초과 또는 

이하 비율이 높게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재배필지별 성분별 

비료를 보다 면밀히 관리하여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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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재배지와 무농약 재배지의 용수 등급은 전체적으로 

최고 등급(Ia) 기준을 만족하는 우수한 수준을 보였고, 다만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만 무농약 재배지에서 사용하는 

호소수의 수원지가 5개소인 것에 비하여 유기 재배지 1개소 

보다 많아서 정체된 수원(水原)에서 비롯되어 유기 재배지 원

수(原水) 최고 등급(Ia) 기준보다 2 단계 낮은 등급(II) 기준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연구의 의도(가설)로 보아 유기 농산물 재배지와 무

농약 농산물 재배지의 중금속과 농업용수의 차이는 없으나 

토양의 화학적 특성이 유기농산물 재배지에서 친환경 재배기

간이 2년 이상 오래 동안 토양을 친환경인증 기준으로 관리하

였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적정 범위에서 무농약 재배지에 

비하여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양환경이 전국 일반 

재배지 평균과 비교하여 조사지역 친환경 재배단지가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유기 재배지와 무농약 재배지 간에 뚜

렷하게 개선의 경향은 없었고, 일부 수소이온농도와 칼륨이온

은 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조사연구

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동안 지형이나 지역이 먼 

거리 지역에서 토성과 토양의 화학성이 다름에 따라 각 성분

별 시비량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보다 나아가 근접한 

인접지역에서 조차도 필지별 토양관리시비 처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토양 내의 수소이온농도를 제외

한 화학 성분별의 적정범위보다 초과 또는 이하 지점의 비율

이 높다는 것(Table 3)은 인접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유기 

농산물인증 재배지 271지점의 평균값과 무농약 농산물인증 

재배지 551지점의 평균값이 중요한 것보다는 각각의 271지점

과 551지점 재배 필지별 토양 화학성의 검정 결과를 기준으로 

성분별 비료를 조정하여 시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식품관리와 정책의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첫째는 Codex Alimetarous 기준에 맞

게 유기인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기농산물과 무

농약농산물에서 토양과 농업용수가 인증기준의 중요한 요소

임에도 많은 시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유의성이 토양의 

화학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은 국제기준으로 정하는 

유기인증(organic certification)으로 농식품인증(agro-food

certification)을 권장하게 한다. 둘째는 농×식품융합으로 식품

관리가 필요하다.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과정에 유해요소물

질인 토양, 농업용수, 잔류농약허용기준으로 식품의 오염우려

물질을 제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식품의 항산화력만큼

이나 토양의 잔류농약과 유리조각이나 쇠조각의 혼입에 의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은 식

품정책이다.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간의 같은 유기식품 기

준에 따라 금지물질과 허용물질(예, 화학비료, 합성농약, 항생

물질, 식품첨가물 등)을 식품과 더불어 국가가 얼마나 토양오

염의 예방에 노력을 기울리고 있는가도 국제무역에서 중요시

함으로 국가적으로 기록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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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고성지역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인증 논토양의 환경 조사

주희식․조영손․전현식*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농학 한약자원학부)

유기농산물인증과 무농약농산물인증 지역의 논토양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고성지역 친환경작목반 중심으로 유기 

농산물 생산지역 266필지와 무농약 농산물 생산지역 545필지로 나누어 비교 조사하였다. 유기재배지 토양의 Cd,

Cu, As, Hg, Pb, Cr6+, Zn, Ni는 각각 0.05, 14.5, 1.08, 0.92, 10.7, 1.34, 35.9, 22.2 mg kg-1인 반면에 무농약 재배지 

토양은 각각 0.32, 13.6, 1.01, 0.03, 10.4, 0.91, 42.4, 22.5 mg kg
-1이었다. 토양의 화학성 중 pH, 유기물, 유효 P2O5,

유효 SiO2의 평균값은 유기 재배지 토양에서 각각 5.9, 28.9 g kg
-1

, 126.2 mg kg
-1

, 150.8 mg kg
-1이었으며, 무농약 

재배지 토양은 각각 5.92, 28.4 g kg
-1
, 98.4 mg kg

-1
, 230.1 mg kg

-1이었다. 치환성 양이온인 K+
, Ca

2+
, Mn

2+의 평균값은 

유기재배지 토양의 경우 각각 0.22, 4.83, 0.94 cmol + kg-1이었고, 무농약 재배지 토양의 경우 각각 0.33, 5.25, 1.04

cmol+ kg-1이었다. 유기 재배지 농업용수의 pH, DO, BOD, COD, SS는 각각 7.23, 8.40, 2.80, 1.86, 2.58 mg l-1이었고,

무농약 재배지의 농업용수는 각각 7.65, 9.16, 2.25, 4.11, 4.00 mg l-1이었다. 이와 결과를 기초로 하면,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이 되는 토양과 농업용수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 

나누어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국제기준의 유기(식품)인증으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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