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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1)

국내에서는 오염원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

리하는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여 하천의 수질을 관리하

고 있으며,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하천의 관리대상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MOE, 2013). 제 2차 비점오염원 관

리 종합대책(Relevant Ministerial Consortium, 2012)에 따르
면, 2010년 BOD 비점배출부하량은 전체의 68.3 %를 차지
하였으며, 2020년에는 71.2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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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특히, 다양한 오염원(생활계, 산업계, 토지계, 축산
계, 양식계) 중 토지계(도시, 논, 밭, 산림, 기타)의 기여도

가 63.5 %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산림이 63.8 %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논이 전체 면

적의 11.4 %를 차지하였다(KOSIS, 2017). 인위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토지 중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논에서 강

우시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는 낮지만, 유량이 많기 때

문에 부하량의 기여도 높다(Jeon, et al., 2003; Jin et al., 
2010). 또한, 논 비점오염은 강우특성(강우량, 강우강도, 선
행무강우일수), 토양특성과 더불어 관개 및 시비 등 영농활
동의 영향 등으로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특성이 타 비점오염

과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한 실측 모니

터링 연구가 필요하다(Jung et al., 2008; Kim et al., 2016).
논 오염부하 유출 특성을 분석한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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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iologic Oxygen Demand (BOD) is a reliable and generally accepted indicator of water pollution by organic pollutants. 
Accordingly, estimation of BOD export from paddies carries important implications fwith regard to water management in rural 
areas. In this study, hydrology and BOD concentration were monitored during the period 2008 through 2012, in an effor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BOD export from paddy fields. The findings demonstrated that BOD load by rainfall above 
50 mm. occupied about 50 % of total load, whereas the load by less than ten mm. rainfall occupied about 29 % of the total load 
during periods of stormy activity. It therefore seems that it could be possible to reduce the BOD load up to 29 % during storm 
periods, when drainage control conducted for rainfall less than ten mm.(an amount which is relatively easy to manage). The 
documented mean loads of storm and non-storm were 17.1 kg ha-1 yr-1 and 11.2 kg ha-1 yr-1, respectively. The BOD load 
during the significant rainfall period was similar to the renewed unit load by NIER (2014). However, there were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unit load and actual load when the non-storm load was incorporated into the BOD load estimation from 
paddy fields. In view of the foregoing, it is felt that, the non-storm load needs to be further considered and managed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program.

Key words : BOD, TMDL, Unit load, 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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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질소와 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Jeon et 
al., 2003). Kim et al. (2004)은 논에 돈분퇴비 처리 후 저

류지 설치에 따른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SS)의 저감효율을 평가하였다. Yoon 
et al. (2003)은 영농기간 동안 강우가 800 mm를 미만일

경우 논에서의 T-N과 T-P 부하량은 배출원(Source)보다는
축적(Sink) 기능이 크다고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강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개용수의 조절을 통하여 유출량을 조절

함으로써 유출 오염부하량을 저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Hwang et al. (2004)은 지표수와 지하수를 관개용수를 사용
하는 논에서 T-N과 T-P 유출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지표수
관개 논에서의 T-N과 T-P 유출 부하량이 지하수 관개 논

보다 큰 것으로 보고 하였다. Jung et al. (2008)은 관측된

수문자료, T-N, T-P 부하량과 현재의 원단위 산정 시 활용
이 되었던 과거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효우량비법은

강우량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합리적인 유효우량비법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논의 시기별 유출량 파악이 중요하

다고 하였다. 또한, 관리대책으로 물꼬관리, 완효성 비료

사용, 시비량 조절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Kim et al., 
2016; Lee et al., 2005; Yoon et al., 2003).
하천의 수질 관리 중점 대상물질인 BOD의 논 유출 특성

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MOE 
(1995)의 논 BOD 원단위 값은 8.4 kg ha-1 yr-1 인데 과거에
비해 최근 강수량, 강우강도, 물관리, 유기물 사용 패턴 등

이 상이하여 오염 부하량 역시 과거 조사 값 보다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Ahn et al. (2012)은 논 BOD 부하량을
7.0 kg ha-1 yr-1로 제시하였는데 모니터링 횟수가 과소하여

다양한 강우패턴, 물관리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NIER (2014)는 강우시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새로운 원

단위를 제시하고 있지만, 논의 특성상 영농기간 동안 비강

우시에도 유출이 발생하며(Lee et al., 2014; Lee et al., 
2011) 대부분 필지의 배수 관리 미비로 발생한다. 논에서
비강우시에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비율을 살펴보면 SS 부하
량은 15 ~ 49 %(Lee et al., 2011), T-N과 T-P의 경우 46.2 
%, 19.5 %가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Hwang, 2001) 논의

오염부하 산정 및 관리 시 비강우시 부하량의 고려가 필요

하다. 하지만 비강우시 배수 관리 미비에 따른 BOD 부하
량에 대한 조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조
사된 논에서의 강우시와 비강우시의 유출량 및 BOD 농도
자료를 활용하여 강우시와 비강우시 (관리손실 포함) BOD 
유출 특성을 분석하고 논 비점오염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시험지구
영산강 수계에 위치한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의

논지구(이하 학야지구, 유역면적 13.69 ha)를 시험지구로 선
정하였다(Fig. 1). 학야지구의 토성은 미사질양토(모래 11.7 
%, 실트 61.4 %, 점토 26.9 %)로 조사되었으며, 관개용수
는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서 관리하는 대동저수지(관
개면적 992.3 ha, 저수용량 5,309 천 m3)에서 공급을 받는

다. 시험지구 동쪽에 함평천이 흐르며 서쪽에는 주 배수로

가 위치하고 있다. 학야지구는 외부 유입수가 없고 용·배수
로가 분리 되어 있으며, 접근성이 양호하여 모니터링이 용

이한 시험지구이다.

2.2 수문조사 및 수질분석
본 연구에서는 강우시와 비강우시로 구분하여 배수로 말

단에서 수문 및 수질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모니터링 기간
은 2008년부터 2012년이다. 학야지구의 물수지 분석을 위

해 강수량과 관개량, 유출량을 관측하였다. 강우량은 인근

마을회관 옥상에 강수량계(TBRG, CASELLA, UK)를 설치

하여 0.2 mm 간격으로 자료를 취득하였다. 관개량은 유입

부와 유출부에 압력식 수위계(Orphimedes, OTT Hydromet, 
Germany)를 설치하였으며, 유출량은 배수로 말단에 압력식
수위계(Orphimedes, OTT Hydromet, Germany)를 설치하여

5분 간격 수위를 관측하였다(Fig. 1). 관측된 수위는 수위-
유량 관계식을 이용하여 유량으로 환산하였다. 수질시료는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study area and the locations of instruments for measurement of water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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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로 말단에서 강우시 53회, 비강우시 28회 채취하였으

며, 환경부의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따라 20 °C에서 5일간
항온 배양하여 소비되는 양을 측정하여 BOD 농도를 취득

하였다(MOE, 2004). 

2.3 강우시 유량가중평균농도(EMC) 산정
강우시 유출시작부터 24시간동안 1시간 간격, 24시간 이

후 6시간 간격으로 채취된 BOD 농도와 관측된 유출량을

이용하여 해당 강우사상의 대표 농도(EMC)를 산정하기 위
해 Equation (1)을 활용하였다(NIER, 2009). 유량가중평균
농도(EMC)는 토지이용의 특성, 강우 특성(강우량, 강우강
도)에 따라 발생하는 유출 특성(유출시기, 유출량)이 다르

게 발생하며, 이에 따른 농도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

에 강우사상의 대표 농도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  (1)

여기서, Qi는 관측 시간 i에서의 유출량 (m3 day-1), Ci는 오

염물질농도(mg L-1)이다.

2.4 부하량 산정 및 통계분석
측정한 수문 및 수질 자료를 활용하여 부하량을 산정하

였으며, 미계측 날짜의 농도는 관측값을 이용하여 각 계측

점 사이의 농도를 선형 보간하였다. 일 부하량(Daily load)
은 유량과 농도의 곱으로 산정하였고, 일 부하량을 면적으

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일 부하량으로 계산한 후 각각의 값

들을 더하여 연간 부하량을 산정하였다(Equation 2).

  
  



 × ×∆ (2)

여기서, Load는 관측 부하량(kg ha-1)이며, Qi: 유출량(m3 

s-1), Ci: 관측농도 (mg L-1), △t: 유출지속시간 간격, A는
시험유역의 면적(ha)이다.
학야지구에서 관측된 배수량과 부하량 그리고 강우량과

부하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ASW Statistics 
18,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상관계수는 -1에
서 1까지의 값을 취하는데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

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논 물수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학야지구에서 관측된 영농기간

물수지는 강우량 678.0 ~ 1,160.0 mm (평균: 891.6 mm), 관
개량 599.9 ~ 1,091.6 mm (평균: 806.6 mm), 유출량 503.7
~ 837.0 mm (평균 : 704.2 mm) 였다 (Fig. 2) 관측년도별
월별 강우분포를 살펴보면, 2009년 ~ 2012년의 강우량은 7
월과 8월에 65 % 이상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
은 기간 동안의 유출량 역시 총 유출량의 54 % 이상 이었
다(Fig. 2). 강우시와 비강우시 유출특성을 살펴보면 강우량
이 많은 시기에 직접유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8년의 경우 5월과 6월에 유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유출량은 적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년도에 비해 관개량이 많았으며, 강우량 역시 5월과 6
월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Lee et al. (2014)은
논 유역에서 물수지 분석결과 6월까지는 유입량보다 유출

량이 크지만, 7월 이후에는 유출량이 유입량보다 증가하며, 
7월과 8월의 많은 강수량과 관개량의 영향으로 유출량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3.2 BOD 농도 변화
관측년도별(2008-2012) 강우시 BOD의 EMC를 살펴보

Fig. 2. Rainfall, irrigation, and drainage amount of the study paddy field during 20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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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08년의 경우 4.5±2.1 mg L-1, 2009년 3.6±1.5 mg L-1, 
2010년 2.6±1.9 mg L-1, 2011년 5.2±1.3 mg L-1, 2012년
4.0±1.1 mg L-1 였다(Fig. 3). 시기별로 살펴보면 5월에 가
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6월과 8월 순 이였다(Fig. 3). 
비강우시의 평균농도는 6월이 가장 높았다(Table 1). Gu 
and Park (2016)의 연구에 따르면, 논에서 BOD 농도 변

화는 토양내 유기물함량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시비(화
학비료+축산 퇴비, 유박+축산 퇴비)와 농법(유기농법, 관
행농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기비보다는 추비후에 토
양내 유기물함량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BOD농도와 유의

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Jung et al. (2001)은
볏짚과 퇴비를 장기 연용했을 때, 유기물 무 시용구에 비

해 토양 유기물과 질소 함량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연

구의 시험지구는 화학비료 시용 논으로 퇴비와 액비 투입

에 의한 유기물의 영향보다는 영농 전, 후 토양으로 환원

되는 볏짚과 뿌리 등 잔사의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논에서의 BOD 농도 변화를 세밀히 살펴보기 위

해서는 영농의 형태 및 방법, 환원되는 잔사의 성분과 양, 
토양 유기물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3.3 강우 사상 강우량과 BOD EMC, 부하량 상관관계
Fig. 4와 5은 각각 강수량-EMC, 배수량-EMC, 강우량-부
하량 그리고 배수량-부하량의 상관관계를 도시화한 것이다. 
강우량과 EMC의 상관계수는 0.04이고 배수량과 EMC 사
이의 상관계수는 0.02로 강우량과 배수량은 EMC와는 상관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우량과 부하량 사이

의 상관계수는 0.80, 배수량과 부하량의 상관계수는 0.93 
로 나타나 강우량과 배수량이 클수록 부하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et al., 2008).

Storm Non-storm

May Jun July Aug Sep May Jun July Aug Sep

Min 3.13 2.46 1.15 0.67 1.24 0.05 2.05 0.35 1.30 -
Max 7.99 6.63 6.89 7.65 6.72 3.91 5.60 6.79 6.70 -

Average 5.31 4.42 3.34 3.73 3.44 2.02 3.85 3.51 3.75 0.13 

Table 1. Range and average of BOD concentrations for storm and non-storm period in paddy field

(a) Rainfall - BOD EMC (b) Drainage - BOD EMC

Fig. 4. Relationship between BOD EMC and event rainfall and drainage

(a) Storm period (b) Non-storm period

Fig. 3. Distribution of observed event mean concentration (EMC) of BOD during (a) storm period and 
(b) non-storm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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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강우시 유출특성에 따른 BOD 부하량
관측된 일 유출량을 강우계급(0 ~ 10 mm, 10 ~ 20 mm, 

20 ~ 30 mm, 30 ~ 40 mm, 40 ~ 50 mm, 50 mm 이상)으로
구분하여 강우계급별 유출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50 mm 이상의 강우계급에서 유출되는 양은 전체 유출량의
52 %가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 mm 
이하 강우계급에서 26 %가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6a). 유출되는 강우계급별 BOD 부하량 역시 유출량과 비

슷하였다(10 mm 이하: 29 %, 50 mm 이상: 50 %). 논의
BOD 저감을 위한 배수관리가 요구되지만, 집중강우와 연

속 강우시 유출량이 크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Fig 
6b). 따라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작은 강우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최근,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논에서의 유
출량 및 오염부하 저감 대책 중 물꼬조절을 통한 물관리와

강우 저류 및 적절한 이용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Kim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물꼬조절을 통한 유출
량과 부하량 저감량을 실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측된 강

우량을 10 mm 간격으로 구분하고, 물꼬를 관리할 경우 해
당 강우량에 대한 저감 할 수 있는 최대 유출량과 부하량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물관리를 통해 10 mm 이하의 강
우량을 논에 저류시킬 경우 강우시 전체 부하량의 29 %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물꼬관리를 통한

T-N과 T-P 부하량의 저감량을 분석한 연구사례를 살펴보

면, Kim et al. (2016)은 물꼬높이를 중간낙수 전 7 cm, 중
간낙수 후 12 cm로 관리할 경우 관행적으로 물관리가 이

루어지는 경우보다 유출량은 15 %, T-N 부하량은 25 %, 
T-P 부하량은 26 %가 저감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물꼬관
리에 의한 T-N, T-P 부하량과 BOD 부하량의 저감은 건전
한 농업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논으로부터 유출되는 강우시와 비강우시의 BOD 부하량
은 17.1±3.7 kg ha-1 yr-1, 11.2±2.1 kg ha-1 yr-1 였다(Table 
2). 강우시 부하량은 전체 BOD 부하량의 57.3 ~ 63.0 %가
유출이 되며, 비강우시에 37.0 ~ 42.7 %가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3.5 환경부 원단위와의 비교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NIER)에서는 단일토지피복지역

에서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집된 수문 및 수질 자료

를 이용하여 토지이용별 원단위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BOD 
원단위는 도시지역에서는 85.9 kg km-2 day-1에서 17.76 kg 
km-2 day-1로 크게 감소한 반면, 논지역은 2.30 kg km-2 
day-1에서 4.24 kg km-2 day-1, 밭 지역은 1.59 kg km-2 
day-1에서 4.57 kg km-2 day-1로 토지이용별로 원단위는 크

게 변화되었다(NIER, 2014).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영농기간동안 관

측된 BOD 부하량과 1995년 환경부 원단위(MOE, 1995) 

(a) Drainage (b) BOD load

Fig. 6. Percentage distribution by rainfall class of (a) drainage, (b) BOD load during the study period

(a) Rainfall - BOD load (b) Drainage - BOD load

Fig. 5. Relationship between event BOD load and event rainfall and drai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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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평균 부하량은 28.3 
kg ha-1 yr-1이었으며 이 중강우시 부하량은 17.1 kg ha-1 
yr-1 분석 되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MOE의 원단위(1995) 
8.4 kg ha-1 yr-1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MOE의 원

단위(1995) 산정시에 비해 현재의 물관리 관행은 큰 차이

가 있으며, 또한, 비강우시 부하량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근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새롭게
제시된 BOD 원단위(2014)는 15.5 kg ha-1 yr-1이며, 새롭게
제시된 NIER 원단위(2014) 역시 강우시 유출되는 부하량

만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논의 오염부하량 정

량화를 위해서는 강우시 부하량과 더불어 비강우시의 물관

리에 따른 유출 부하량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4. Conclusion

국내에서는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BOD를 관리대상 물질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논에서 조사된 수

문, 수질 자료를 활용하여 논에서의 BOD 유출 특성을 분

석하였다. 조사지역 논에서 영농기간 동안에 관측된 BOD
의 평균 부하량은 28.3 kg ha-1 yr-1였다. 강우시의 평균

EMC 는 4.01 mg L-1, 비강우시 평균농도는 3.39 mg L-1 
였으며, 강우 및 비강우 평균 부하량은 각각 17.1 kg 
ha-1yr-1, 11.2 kg ha-1yr-1 였다. BOD 부하량은 강우시 뿐만
아니라 비강우시에 유출되는 부하량도 적지 않은 양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강우시 논 BOD 부하량은
새롭게 제시된 원단위와 비슷하였지만, 새 원단위는 강우시
직접유출 부하량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비강우시 물관리 관
행에 따른 부하량을 포함할 경우 실제 부하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측된 일 유출량과

부하량을 강우계급으로 구분한 결과 50 mm 이상의 강우계

급에서 유출량과 부하량 모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 mm 이하의 강우계급에서 크게 나타났다. 상
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10 mm 이하의 강우계급에서 물꼬
관리 등을 통해 강우시 유출되는 양을 저류할 경우 강우시

BOD 부하량의 29 %까지 저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논에서 비강우시와 작은 강우에서 관리 손실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하량의 저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논에서의 유출되는 오염부하 저감을 위해서는 농민의 관심

과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민의 교육 및 홍보 등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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