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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하천과 호소의 수질관리는 대부분 점오염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들어 이 같은 점오염원에 대한 처리시설과 처리량을 증가시켜도 하

천과 호소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

은 여러 가지 비점오염원 가운데 수계 환경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농약, 비료 

및 농업배수와 같은 농업비점오염원에 대한 환경용량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면적이 좁고 농경지가 전 국토면적의 

24%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는 단위 면적당 농업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농업비점오염원의 주 원인물질인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기물중 질소와 인은 모든 생명체의 세포를 구성하는 필수 양물질로 물이

나 토양의 생산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물질이다. 토양에서 생산력은 높을수록 좋

지만, 물에서는 생산력이 과다할 경우 수체가 부 양화 상태에 이르러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호수와 같이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정체수역에서는 농경지에서 유출되어 형성된 퇴적물에 의해 부 양화 현상

이 반복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천이나 호소의 수질환경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역 수질관리에 앞서 정확한 수질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오염원과 부

하량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경지에서 양

물질의 이동과 물질수지는 벼에 대한 양분의 수급을 결정하고 주변 수계 환경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논에서 농업비점오염물질의 유․출입 수지와 유출 메

카니즘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소, 수소, 탄소, 질소 그리고 황과 같은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한 환경동위원

소 추적자 기술은 농업생태계 내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원의 동정과 행동을 

추적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같은 수문학적인 측면에서 환경동위원소의 응

용은 크게 물 그 자체를 추적자로 이용하는 동위원소 수문학과 물에서 이동하는 

용질의 추적자로 활용하는 동위원소 지구화학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동위원소 

수문학은 주로 수소와 산소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비롯한 수문학 분야

에서 물의 흐름과 이동을 추적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며, 동위원소 지구화학은 황, 질소, 탄소와 같은 동위원소 또는 스트론튬,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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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라돈, 헬륨, 라듐, 리튬 및 붕소를 이용하여 환경생태계 내에서 오염물질

의 흐름을 추적하거나 정량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추후 다양한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환경관리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게 될 것이며, 생태계의 보전 방안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를 대비하여, 환경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정 한 생

태계의 현장 모니터링과 실시간 자료를 종합관리하고, 농업분야에 동위원소 추적

자 기술을 활발하게 응용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의 최적관리 방안을 사전에 평가

할 수 있는 종합적 환경관리정보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iii -

SUMMARY

This report has  provided the counterparts the knowledge and skills on 

the use of environmental isotope tracer technology for obtaining valuable 

information on agricultural non-point pollution source in agro-ecosystem. The 

information obtained will be valuable for identifying promising agro- 

ecosystem management practices and for sustainable crop production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has recently been observed in many water 

bodies, due to the contamination impacts from various point and non-point 

sources. Increasingly throughout the world, non-point sources continue to be 

recognized as the major source of contamination. The impact of point source 

contamination can be localized and well established, whereas the influence of 

non-point contamination sources cannot be able to characterize as an easy 

problem, owing to the insufficiently defined direction and intensity of their 

activity. Non-point source pollution is derived from diffused sources which 

are difficult to measure directly. Although point sources discharge pollutants 

via pipes or ditches at identifiable locations, the pollutants in non-point 

discharge are not traceable to an identifiable direct source. Non-point source 

pollutions are closely related to complex hydro-geologic processes such as 

precipitation, infiltration, drainage, percolation, seepage, etc. Therefore, an 

important aspect of non-point source is that planning and managed practices 

based on wide area and long term are required to control the source and 

delivery of non-point pollutants.

In Korea, limited information is available about the extent to which 

non-point source participates in the deterioration of the water resources 

quality in a specific area. Since the Korea is a small country occupying 

arable land 24% of total area, hence, the promotion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is an urgent. In this process, the application rate of chemical fertilizer, which 

is the major contaminating factor as an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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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increasing every year. The contamination from agricultural watersheds 

has been brought into attention as a potential contaminant of streams and 

tributaries, since majority of them caused water quality degradation, 

eutrophication of reservoir and negative effect on agro-environment. To 

prevent the contamination from these watersheds, it is necessary to find out 

the source of the contamination. However, accurate contaminants outflows 

from various types of non-point sources have not yet been elucidated due to 

the fact that the extent of non-point source contaminants related to 

uncontrollable climatic events and irrigation conditions may differ greatly from 

place to place and year to year. Therefore, intensive long-term studies on 

various sites of non-point sources are needed. 

The dominant use of isotopes in environmental ecosystem research in the 

last few decades has been to trace sources of waters and solutes. The 

environmental isotope tracer technology using stable isotopes such as oxygen, 

hydrogen, carbon, nitrogen, and sulfur has extensively been used for tracing 

the fate of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for identification of environmental 

pollutants sources in agro-ecosystems. Isotope Hydrology addresses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ments of isotopes that form water molecules: the 

oxygen isotopes (oxygen-16, oxygen-17, and oxygen-18) and the hydrogen 

isotopes (protium, deuterium, and tritium). These isotopes are ideal tracers of 

water sources and movement because they are integral constituents of water 

molecules, not something that is dissolved in the water like other tracers that 

are commonly used in hydrology. Isotope Biogeochemistry addresses the 

application of isotopes of constituents that are dissolved in the water or are 

carried in the gas phase. Isotopes commonly used in solute isotope 

biochemistry research include the isotopes of: sulfur, nitrogen, and carbon. 

Less commonly applied isotopes in geochemical research include those of: 

strontium, lead, uranium, radon, helium, radium, lithium, and bo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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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농업생태계는 농업 내․외적 요인에 대하여 대단히 취약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농약과 비료에 따른 동․식물 생태계의 파괴, 토양

유실과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등은 농경지 생태환경의 취약성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현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경지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농업 수익성이 높지 않은 한계농지는 방치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규모화 농체계는 농작물의 단순화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농업생태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US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3)에서는 농업으로부터 양물질, 농약, 토

양침식 및 중금속 등에 의한 지표수와 지하수의 오염저감이 국가정책 목표가 되

어야 하며, 동시에 농업정책이 토양과 수질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 다. 또한 환경개선의 단계로서 토양의 질을 보전하고 비료, 

농약 및 관개의 효율증진, 지표유출과 토양침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농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OECD (1996)에서는 화학비료와 가축분뇨가 하

천이나 호소의 부 양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물질이며, 수질오염 문제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오염원의 통제와 동시에 장기적인 수질관리 기법의 개발

이 필요하다고 하 다.

OECD와 WTO 체제하에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환경친화적인 지속농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환경과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특이성을 인식하고 농

업을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범주에서 상호관련성을 파악하여 지속적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WTO 체제하에서는 환경친화형 농업만이 생존할 수 

있으며 1997년 OECD에서는 “농업환경지표 개발” 관련 세미나에서 농업환경지표 

개발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생산성이 위축되지 않으

면서 환경을 보전하고 나아가서는 선진국의 환경공세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

한 농업환경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상과 같은 국내․외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농업생태계의 건전한 유지를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중요 과제중의 하나가 농업생태계에서 순환되는 환경오염

물질의 이동과 순환과정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 양물질)은 발생지점

이 불특정하고 광범위하여 제어가 어렵고, 기상조건에 큰 향을 받기 때문에 계

량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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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태계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으로 최근에 등장한 분야가 환경동위원소를 이용한 추적자 기법 

(environmental isotope tracer technique)이다. 동위원소 추적자 기법을 환경오염

물질의 모니터링에 응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정확한 발생 기원을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오염물질이 생태계내에서 어떠한 메카니즘을 가지고 순

환하는지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원자

력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생태계 내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물

질순환 메카니즘 구명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현재 이들 국가에서는 그동

안 축적된 환경동위원소 자료를 이용하여 생태계 내에서 환경오염물질의 순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산소, 

수소, 탄소, 황, 질소, 붕소 등 안정동위원소 (stable isotope)와 삼중수소, 탄소-14 

등 방사성동위원소 (radioisotope) 자료를 이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의 기원 뿐 아니

라 지하수의 수리․수문환경을 규명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의 추적과 관련된 동위원소 추적자 기법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수

준은 이제 개념정립 단계에서 현장 응용분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연

구자들에 의해 지구화학 분야와 수리․수문학 분야에 환경동위원소를 이용한 추

적기술이 시도되고 있지만 농업생태계 내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모니터링과 행동

을 연구한 보고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추후 다양한 환경관리 방안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생태계의 보전 방안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비하여, 환경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정 한 생태계의 현장 모니터링과 실시간 자료를 종합관리하고, 각종 최적관리 

방안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 환경관리정보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환경동위원소 추적자 기법을 이용한 농업생태계 환경모니터링 및 

향 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현황과 연구사례를 분석함과 아울러 우리나라 

농업생태계의 환경모니터링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 검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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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생태계 내에서 환경오염물질의 순환

2.1 농업활동 과정중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농업분야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농업생산성 유지와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대명제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문제일 것으로 생각된

다. 이 실정에서 최근 환경부와 농림부 등 관련부처에서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

비점오염 저감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

응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농업활동이 비점오염원의 발

생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실천해야 하

는 행동계획과 정책관련 부처의 통합된 정책추진이 동시에 현장에서 추진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분야에서의 비점오염원

의 발생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이를 근간으로 한 농형태별 기술적 대응 방안

의 도출이 선행되어 기술과 정책의 두 수레바퀴가 동시에 맞물려 현장에서의 파

급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윤, 2004). 

농업활동 과정중에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 즉, 농업비점오염원은 강우-유출에 

따른 지표유출, 지하침투 또는 관개배수 과정중 잉여수의 형태로 하천이나 호소

로 유입된다. 이들 물질은 수질을 악화시킬 정도의 독성물질은 아니지만, 농경지 

유역 전체로부터 배출되어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농경지에

서 유출되는 농업배수는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지하수를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질소성분 가운데 질산태질소는 혈액 내부에서 

산소 공급을 방해하는 물질로 유아들에게 청아증후군 (blue baby syndrome)으로 

불리는 methemoglobinemia병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질산태질소

의 과량 섭취는 아질산태질소와 함께 위 속에서 발암성물질인 nitrosamine의 형

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오염원들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환경기초시설들이 확충됨에 따라 비

점오염원이 수질에 미치는 기여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점오염원 

대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농업생태계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제어하는데 많

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하절기 강우가 집중되어 하천의 하상계수가 

큰 기후적, 지형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규모 댐, 하구둑, 중소형 저수지 등을 건설하 다. 그

러나 최근 수질오염이라는 현실적인 측면과 환경의식의 고조라는 사회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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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합되어 수질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이 추진되어 왔고 그에 따른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 동안의 정책과 기술개발은 비교적 확실한 

효과와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오염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비점오염원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지나 산림 등에 대한 대책은 뒤로 미루어

져 온 것이 사실이다. 많은 수계에서 점오염원에 대한 처리를 하 음에도 불구하

고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연구결과, 유역내 자연현상이나 토지의 이

용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수질관리

에 있어 비점오염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또한 점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대

책은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이, 2004). 

최근 들어서는 비점오염이 수계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점차 관심이 증대하

고 있으며,  수질규제에 있어 점오염의 농도규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

의 경우 수질규제에 있어 점오염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을 고려할 수 있는 

TMDL (Total Maximum Daily Loadings)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 이미 오염총량제를 4대강에 걸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오

염총량제의 적용에는 원단위를 적용하고 있으나, 비점오염의 유출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은 강우량에 크게 의존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논은 

강우량뿐만 아니라 인간의 조절에 의해 크게 향을 받기 때문에 획일적인 원단

위의 적용에는 무리가 있다. 그 동안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

터 환경보전형 지속농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이들 국가에서 이루어진 농업비점오염원 관리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밭농사 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농경지

에서 영양물질의 이동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와 농업

형태가 유사한 점이 있기에 일본에서의 농업비점오염원 관리와 관련된 데이터는 

지금까지도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비점오염원의 발생 억제와 수질오

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최적관리기법 (BMP), 저투입지속형농업 (LISA) 등 일

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는 농업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심각성

을 인식하는 단계로 하천이나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한 유역 규모의 최적관리기

법이나 농경지에서 부하되는 농업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미진

한 상태이다. 불행하게도 일부 보고된 환경보전형 농업과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단편적이고, 짧은 기간 (5∼6개월) 동안에 도출된 데이터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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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정의 (수질환경보전법)

1. 점오염원 (point pollution source)

○ 특정오염원, 고정오염원, 고정발생원이라고도 한다. 수질오염을 일으키

는 오염원을 오염물질의 처리 및 관리의 측면에서 구분하는 요소 중 하

나이다. 오염물질이 특정한 지점 또는 비교적 좁은 지역 안에서 발생하

는 것을 가리키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대

표적인 것에는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이 있다. 

○ 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방법으로는 ① 환경기초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수질환경 기준을 보강하여 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감소시켜 수질 저하를 방지하고 ② 지속적인 폐수처리기술의 개발 및 

도시종말처리장 등을 포함한 환경기초 시설을 건설하여 도시오염물질의 

유입을 극적으로 감소시켜 처리시설의 하류와 주변의 생물학적 상태를 

향상시키고 ③ 산업폐수가 도시 하수처리장으로 방류되기 전에 전처리

(前處理)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2. 비점오염원 (non-point pollution source)

○ 비특정(非特定)오염원, 면(面)오염원, 이동오염원 또는 기타수질오염원

이라고도 한다. 점오염원이 특정한 배출경로를 가진 것과는 달리 도시

노면배수나 농경지배수와 같이 불특정한 배출경로를 통해 비점오염물질

을 발생시키는 장소 또는 지역을 가리킨다.

○ 비점오염물질은 주로 비가 올 때 지표면 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오염

물질로서 농지에 살포된 비료나 농약, 토양침식물, 축사유출물, 교통오

염물질, 도시지역의 먼지와 쓰레기, 자연동·식물의 잔여물, 지표면에 떨

어진 대기오염물질 등을 말한다.

○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도시지역의 노면배수는 저류조(貯

留槽)를 설치하여 초기에 내린 비로 인해 발생한 오염물질을 침전시킨 

후 방류하도록 하고,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비료·농약성분이 다량 함유

된 농업배수는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저류조, 습지정화시설, 

수초대(水草帶) 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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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농경지로부터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인 총질소와 총인의 경우 점오

염원에 비해 저농도이지만 유출량이 막대하여 유역의 오염부하량 구성상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천의 수질 저하나 호소의 부 양화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 하천이나 호소의 수질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

경지 유출수로 인한 부하량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농업비

점오염은 그 속성의 복잡성 때문에 이를 정량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Yuan 

and Mitchell, 1999), 연구자가 오염현상의 전체 과정에 대한 기작을 이해할 수 

있는 모니터링은 농업비점오염 연구의 중요한 단계가 되고 있다. 모니터링은 토

지이용 및 농경지 관리관행이 비점오염에 미치는 향평가와 전산모형 개발과 

적용을 위해서도 시행되고 있다. 

논에서의 수문 및 수질반응 메카니즘은 매우 복잡하며, 그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여, 논에서의 수문 및 오

염부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홍과 권, 1989; 신과 권, 1990; 조 등, 2000; 윤 등, 2002). 이들 논에서의 오염부

하 모니터링 결과는 조사지역의 수원공, 기상조건, 시비시기 및 시비량, 관개 및 

배수관리 관행 등의 조건과 샘플링 시기 및 추정방법에 따라 다르게 발표되고 

있다.

논에서의 오염물질 부하에 관한 연구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것으로 1980년

대 초반부터 농경지에서 양물질의 이동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

다. 논에서 비가 오면 흙 알갱이가 탈립되어 유출이 발생하고 이때 토양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비료와 농약 등 수용성 성분이 일부 용해되거나 토양입자 표면에 

부착된 상태로 지표유출이 발생하게 되어 토양유실과 오염물질의 이동, 지하수오

염 등과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유역의 수문환경과 물질운송이 진행된다. 일반

적으로 지표유출이 작을수록 토양유실과 오염물질 손실량이 작게 나타나고, 반면

에 지표유출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의 강수가 지속되면 오염물질의 지하수 이동

량이 증가하거나 토양내에 집적되어 오염물질 함량을 증가시킨다.

Kumimatsu (1986)은 1983년을 기준으로 그 동안 일본에서 연구되었던 농경

지에서의 양물질 이동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본농림통계의 자료를 이용하여 논

토양에서의 양물질 수지를 계산하 는데 논토양에서 지표유출을 통해 년간 

T-N 14.3 kg/ha, T-P 0.482 kg/ha가 유출되고, 지하침투를 통해 T-N 11.3 

kg/ha, T-P 0.194 kg/ha가 유출되어 전체적으로 T-N 25.6 kg/ha, T-P 0.676 

kg/ha의 양이 유출된 것으로 발표하 다. Kunimatsu et al. (1994)은 1구획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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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험대상으로 비 농기간의 강수에 대하여 그 배수구에서 유출부하량을 실측

하여 오염물질의 유출기작를 규명하고자 유출부하량과 강수량과의 상관관계를 

해석하고 비 농기간에 논토양에서 유출한 오염물질량과 유출을 평가하 다. 

Takeda et al. (1990)은 비와호 유역에서 11.6 ha의 논토양을 대상으로 하여 약 1

년간에 걸쳐 1주마다 1회의 빈도로 지표유출수, 지하침투수의 수질, 유량을 실측

한 결과 T-N, T-P, COD의 년간 유출부하량이 각각 45.7 kg/ha, 8.72 kg/ha, 

98.0 kg/ha이었고 그 중 비작부기간 (227일) 동안에 각각 52%, 14%, 36%가 유출

하 다고 추정하 다. 

홍과 권 (1989), 그리고 신과 권 (1990)이 농경지 원단위 비점오염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수질관리 및 예측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 으며, 윤 등 

(2002)은 지하수 관개 광역논에서의 배출부하 특성을 고찰하 으며, 조 등 (2000)

은 비 농기간 단일필지 논으로부터의 양물질의 유출 부하량을 연구한 바 있

다. 윤 등 (2002)은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오산리에 위치한 10 ha의 광역논을 대

상으로 지하수 관개지역 논에서의 배출부하 특성을 연구하 는데 농기간 총부

하량은 T-N 5.45 kg/ha, T-P 1.17 kg/ha로서 지표수 관개지역에 비하면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조 (1999)의 결과에 의하면 논에서 

양물질의 유출특성은 시비량, 시비방법, 시비시기, 강수조건 그리고 토양특성 등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 그 원단위값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

다.

2.2 농경지에서 식물양분 균형지표

농업지역에서의 농업비점오염원의 부하를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중 ‘환경

보전형 농업’이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이는 농지에서의 각종 농업비

점오염원 유출억제를 위해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과 적용방법 개선, 농경법의 개

선 등으로 구체적으로는 질소와 인의 유입을 연구하여 유출을 제어하는 재배기

술에 관한 것과 유출된 오염물질을 유역내에서 포획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

화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최근 물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자 정부에서는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 중에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이 도입되면서 본격

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시책이 추진되기 시작하 다. 농업비점오염원의 

경우 병해충 종합관리사업 추진, 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작물양분 종합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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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추진 등이 여기에 속하나 아직까지는 비점오염원 관리단계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 농기법의 확산은 추후 농업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전국의 각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적

정시비량 산정을 위한 밭토양 관리처방서를 작성하여 운 하고 있다. 그러나 아

직까지는 농업비점오염원 방지보다는 농촌일손 부족보완을 위한 완효성 비료사

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처방비료 및 성분별 비료사용도 작물수량의 증수에 초

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학 농이 더욱 발전되고 농민에 대한 교육

이 충분히 실시되면 비점오염원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례로 새만금 담수호 유역의 경우 총인을 기준할 때 총부하량의 약 1/4에 달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농경지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화학비료 시비량을 약 30% 정도 절감

하여 담수호로 유입되는 농업비점오염물질의 감축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

이 농업활동을 수행하면서 투여하는 농자재중 비료에 의해 토양에 제기되는 

질적 문제는 작물이 미처 흡수하지 못한 비료성분이 토양에 과잉으로 남아서 생

기는 양분집적현상, 토양염류화, 토양산성화, 작물의 수량감소, 품질저하, 미량원

소 불균형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수질에 대한 질적 문제로는 작물생산에 사용

되고 남은 질소, 인산으로 인하여 하천수와 지하수의 오염문제가 제기될 수 있

다. 

농업생태계의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다양하게 적용될 수질정화 시스템의 효율

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농경지에서 토양과 양분의 반응 및 토양의 물리화학

적, 생물학적인 특성 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농업생산 기반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에 기초하여 농업지대에서 재배되는 각 작물별로 환경보전

적인 양분균형지표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양진단 및 양기준 설정을 획

일적으로 모든 토양과 작물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즉 농업

도 하나의 산업이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작물의 수량과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환경친화적인 수자원 보전과 지속

적인 농업을 위해서는 토양의 질을 보전하고 비료, 농약 및 관개의 합리적인 조

절을 꾀하여 환경친화형 농업형태를 정착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

다.

지속적 농업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룸으로써 자원의 재생산뿐만 아니라 재이용

을 가능하게 만들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투입량을 줄임으로써 지역자원과 환경을 

보전하여 장기적인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새로운 농업체계이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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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유럽공동체에서는 농업에서 저투입지속성농업 (LISA: 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 는데 기존의 식량자급을 위한 증산정책

으로부터 환경보호와 농가소득 유지를 위한 환경․사회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비록 산업사회에 걸맞는 현대화의 과정을 밟지는 않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농업 자체의 무기질 비료 과다사용 및 오․폐수로 

인하여 저투입지속농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형 지속농업의 추진방향은 농약․화학비료의 사

용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퇴비 등 유기질 비료를 중시함으로써 품질 좋은 안

전농산물 생산과 축산분뇨 등의 환경오염원을 환경보전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환

경보전형 첨단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2.2.1 논에서 질소의 순환

많은 양의 질소가 대기중에 존재하며, 이 질소는 미생물에 의해 유기화합물로 

전환된 다음 식물에 이용된다. 질소 순환과정에는 토양내의 유기복합체가 분해되

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산태질소와 암모니아태질소로 전환되는 질소의 무

기화 (nitrogen mineralization) 과정과 암모니아태질소와 질산태질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이나 미생물체를 생합성하는 질소의 부동화 (nitrogen immobilization) 과

정이 있다. 화학비료, 식물체 잔사로부터 공급된 질소는 식물체로 흡수이행 되거

나 지표유출, 점토광물과의 흡착, 암모니아 휘산, 탈질 그리고 용탈 등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가지면서 순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Vlek and Craswell (1979)에 의하면 벼를 대상으로 질소대사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중질소 (
15
N)로 표지된 암모니아태질소 가운데 17.4∼54.2% 만이 식물체에 

이용되고, 나머지는 지표유출, 탈질(脫窒) 그리고 암모니아 휘산에 의해 손실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Rosswall and Keith (1984)에 의하면 비료로서 시용된 질

소질비료의 50%만이 식물체에 이용되고 나머지는 암모니아 휘산, 탈질 그리고 

질산태질소의 용탈(溶脫)에 의해 손실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tenger et al. 

(1995)은 작물의 경제성 향상과 환경보전적인 측면에서 지하수오염과 대기오염물

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질소질비료의 식물체 이용효율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 다. 오 등 (1982)에 의하면 석회와 볏짚의 시용이 암모니아 휘산에 미치

는 향을 조사한 결과, 석회는 담수토양의 pH를 높여 암모니아 휘산을 증가시

킨 반면, 볏짚은 담수토양의 pH를 낮추어 암모니아 휘산을 감소시켰다고 하 다. 

Fillery et al. (1986)은 요소비료의 처리시기에 따른 암모니아 휘산을 조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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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앙후 10∼21일 사이에 47% 정도가 암모니아 휘산으로 손실되었다고 보고

하 다. Sharpe and Harper (1995)는 자연상태에서 검출되는 대부분의 암모니아

는 농업활동 과정에서 농경지에 투여된 축산폐기물과 화학비료에 의해 발생되며,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물질로 작용한다고 하 다. 

이 밖에 질산태와 아질산태 등의 질소산화물이 토양이나 수중에서 미생물의 

이화학적인 대사작용에 의해 분자상태의 질소, 아산화질소 등의 가스형태로 환원

되는 탈질과정이 있다. 최근 다량의 화학비료와 축산폐기물이 농경지에 투입되면

서 질소로 인한 환경보전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탈질작용이 갖는 환경정화적인 

기능을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Minami and 

Fukushi, 1984). Cicerone (1987)에 의해 탈질작용 과정중에 생성된 N2O 가스의 

대기중 농도가 증가하면 성층권 또는 오존층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제기되기도 하 다. Mosier (1994)는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N2O 가스의 70% 

이상이 토양으로부터 유래되며, 매년 대기중에 방출되는 N2O 가스의 20∼30%가 

농경지에 살포된 화학비료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하 다. 山室 (1994)이 질소질비

료의 시비방법에 따른 탈질량을 조사한 결과, 표층시비 (表層施肥)의 경우 기비 

4.2%, 분얼비 15.1% 으며, 전층시비 (全層施肥)의 경우 기비 6.0%, 분얼비 

16.4%가 탈질작용에 의하여 손실되었다. 또한 볏짚을 이용한 탈질촉진법으로 질

산태질소의 용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 으나, 볏짚이 토양중 질소의 

탈질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 다 (川西, 1994). 

Datta (1995)는 질소질비료의 시비시기, 시비위치 및 시비방법에 따라 탈질량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처리량의 1% 정도가 탈질작용에 의해 손실된다

고 하 다. 

Keeney (1982)는 집약농업에서 질소질비료의 과잉시비가 지하수중 질산태질

소 농도를 상승시키게 되고 그 결과 호수와 연못, 하천의 부 양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 다. Rosswall and Keith (1984)에 의하면 질산태질소의 용탈량은 강

우크기가 클 때와 집약 농업에서 그 함량이 증가한다고 하 다. Daniel et al. 

(1994)에 의하면 중질소 (
15
N)로 표지된 질소원을 대상으로 질산태질소의 용탈량

을 조사한 결과, 시비량의 15% 정도가 용탈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 다. Kiuchi 

et al. (1994)이 질산태질소와 같은 음이온의 용탈을 감소 또는 지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폴리에틸렌과 염소를 조합시킨 disk를 이용하여 

subsurface barrier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barrier를 설치하지 않은 조건보다 설

치하 을 때 50% 이상의 질산태질소 용탈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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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rich and Lothar (1994)에 의하면 질산태질소는 phytoplankton의 생장을 저해

하는 주요 인자이며, 수체에서 검출되는 질산태질소의 함량은 주로 농업배수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하 다.

黑田과 田淵 (1996)은 오염된 지하수가 하천이나 호수에 유출될 경우 부 양

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경지에서 강우에 따른 

양물질의 유출에 관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 다. 中西 등 (1995)이 δ
15
N값과 

토지이용법을 이용하여 지하수중 질산태질소의 유래 부하량을 추정한 결과, 지하

수에서 검출되는 질산태질소는 화학비료, 축산폐기물, 생활하수 및 토양질소에서 

각각 40.4%, 16.4%, 27.0% 및 16.3%의 비율로 유래되었다.

2.2.2 논에서 인의 순환 

토양중의 인은 대부분이 난용성 유기 및 무기인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자

연계에는 약 200여종의 인산화합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인의 가

용화, 유기인 화합물로부터 무기인 화합물로의 무기화, 유기인 화합물의 분해, 가

용성 인의 불용화 과정을 통하여 인화합물의 형태가 전환된다. 논토양에 존재하

는 인은 거의 대부분이 화학비료의 형태로 공급되며, 시비 직후 거의 대부분이 

토양입자에 흡착되어 이동성이 낮은 형태로 전환된다. 토양입자에 흡착된 인은 

식물체에 흡수되거나 지표유출 과정에서 토사에 결합된 상태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토양중에 존재하는 인은 용해도와 이동성이 낮아서 토양 pH 5.5 이하의 산성 

토양에서는 철과 알루미늄의 산화물과 결합하고, 토양 pH 7.0 이상의 알카리성 

토양에서는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침전화합물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화

학적 반응으로 인해 보통 농경지에 시비된 인산비료의 20∼30% 만이 작물에 흡

수이용되고 대부분은 토양에 잔존하게 된다. 하천 부 양화의 제한물질인 인의 

경우 농경지에서 강우-유출을 통한 토양침식과정을 거쳐 수계로 유입된다.

토양에 함유된 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으로 미립자의 표면

에 흡착된 인 (Adsorbed-P), Fe이나 Al 등과 착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인 

(NAI-P: nonapatite inorganic phosphate), 인회석과 같은 광물에 포함된 인 

(Apatite-P), 위의 3가지 인의 합을 총인 (Total-P)에서 제외한 잔류성 인 

(Residual-P)로 분류한다 (Hieitjes and Lijklema). 미립자의 표면에 흡착된 인 

(Adsorbed-P)은 용존 무기인이 점토 등의 표면에 전기적으로 흡착한 것으로 그 

결합력이 약하여 퇴적물 입자의 교란, 수층의 인 농도나 pH의 변화에 의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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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Nitrogen transformation pathway in a flooded soil system (Mikkelse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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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층으로 이동될 수 있는 부분이다. 금속과 착물을 이룬 인 (NAI-P)는 주로 점

토의 표면에서 Fe나 Al과 결합하여 침전 하거나 Fe2O3, Al(OH)3, MnO2 등이 생

성될 때 공침되어 침전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산화환원전위가 낮아지

거나 pH가 높아지면 수층으로 용탈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석회암 역의 호수에서

는 Ca이 인 순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즉 인이 철이나 

알루미늄 보다는 CaCO3로 이루어진 방해석과 결합하여 침전한다. 이렇게 금속과 

관련된 인은 용존태로 되었을 때 다른 형태의 인보다 식물체에 의해 단기간에 

이용된다는 점 때문에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Apatite-P는 주로 인회석을 

구성하는 인으로서 퇴적물 근원지의 지질이나 토양침식의 정도를 반 한다. 마지

막으로 잔류성인은 유기물과 관련된 인으로 주로 생물체나 그 분해산물에 포함

되거나 결합되어 있다. 플랑크톤이 가라앉으면서 자가분해된 후 남아있는 잘 분

해되지 않는 인과 유입수에 의해 운반되어 온 유기물 인이므로 Organic-P라고도 

한다 (Hieitjies and  Lijklema, 1980).

Beaton and Read (1963)는 항온조건하에서 온도를 상승시켰을 때 작물에 대

한 인산의 유효도가 감소한다고 하 으며, White and Beckett (1964)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토양의 인산흡착량이 증가하며, 용액중 인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온도에 의한 흡착효과가 크다고 하 다. 반대로 Barrow (1979)는 온도가 증가할 

때 흡착된 형태의 인산으로부터 가급태 인산으로의 이동이 촉진되어 인산의 유

효도가 증가한다고 하 다. 토양중 인산의 흡착과 유효도에 미치는 주요 인자로

는 흡착온도, pH, 인산용액의 농도 및 이온세기 등을 들 수 있으며, 강우-유출 

과정중 지표유출과 토양침식으로 인하여 토양중 인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Tate, 1984).

Sah and Mikkelsen (1986)이 0.01M-CaCl2 가용성 인에 대하여 관개-배수 토

양조건과 온도의 향을 비료 시비후 42일째에 조사한 결과, 토양온도의 증가와 

관개를 수행한 토양에서 초기에는 가용성 인의 농도가 감소하 으나,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토양중 인산은 담수처리에 의하여 

유효도가 증가하는데 토양이 환원될 때 인산염이 용해도가 높은 형태로 변화하

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과 유 (1991)에 의하면 담수처리가 토양의 인

산흡착 특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담수처리에 의하여 강서통은 500 

mg/kg에서 850m g/kg으로, 예산통은 1,850 mg/kg에서 3,300 mg/kg으로, 중동

통은 310 mg/kg에서 670 mg/kg으로 인산흡착량이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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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2. Phosphorus cycling in the GREAMS model (Leonard et a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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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김 (1999)은 인산이 과다하게 집적된 시설 재배지 토양을 대상으로 

Pot 실험을 통하여 토양 인산 유효도의 경시적 변화를 평가하고, 작물의 연속재

배에 따른 토양 인산의 존재 형태별 변화를 조사한 연구를 수행하 는데 그 결

과, 토양의 총인과 유효인은 작물의 연속재배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지만 4회의 작물재배 후에도 토양중 유효인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 다. 

토양 유효인의 감소량과 작물에 의해 흡수된 인 사이에 고도의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 다. 인산 무처리구 토양의 유효인이 작물 재배회수에 따라 감소하는 경

향은 1차 반응속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으며, 이 식을 이용하여 유효인이 실험

전 함량의 절반이나 인산 유효도 한계치까지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작물 재배 회

수를 예측할 수 있었다. 무인산 처리구 토양 Al-P의 함량은 4회 연속 작물재배

로 인해 감소하 지만 작물의 인 흡수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토양 

Al-P함량과 토양유효인 함량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토양 Ca-P의 

함량은 작물 재배와 시비량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 다. 

2.2.3 농경지에서 양물질의 수지

농경지에서 강우-유출 과정은 토양유실과 오염물질의 이동, 지하수오염 등을 

발생시키며,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유역의 수문환경과 물질운송이 진행된

다. 비가 오면 흙알갱이가 탈립되어 빗물에 의해 하류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토양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비료와 농약중 수용성 성분이 일부 용해되거나 토양

입자 표면에 부착된 상태로 지표유출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표유출이 

작을수록 토양유실과 오염물질 손실량이 작게 나타나게 되는데 반면에 지표유출

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의 강우가 지속되면 토양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지하

수로 이동량이 증가하거나 토양내에 집적되는 오염물질의 함량이 증가하게 된다. 

벼농사는 농기간 동안 일정한 담수심을 유지해야 하며, 강우량 자체만으로

도 벼의 성장에 필요한 수량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강우량을 

대신하여 관개를 필요로 한다. 논에서의 수문학적․환경학적 특성은 다른 토지이

용에 비해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논에서의 담수기능은 지표유출을 억제시키나, 

중간낙수나 지표배수는 지표유출을 발생시키면서 논둑의 높이조절과 낙수와 같

은 인위적인 물관리 관행은 수문학적 유출특성에 크게 향을 준다. 경지정리에 

따른 용배수 분리로 용수의 반복이용이 감소하 으며, 최근 수세 감면과 농촌인

구 노령화에 따른 물관리 노력 저하로 농경배수량이 과거에 비해 증가추세에 있

다. 벼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투여되는 비료의 일정량은 지표유출과 침루,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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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수계로 유입되며, 특히 비료의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와 

인은 수계의 부 양화를 유발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논에서 화학성분의 물질순환은 크게 유입계, 내부계, 유출계로 분류할 수 있

다. 화학비료, 볏짚, 관개수와 관개토사, 강우와 같은 인자가 유입계에 포함되며, 

생물학적 질소고정과 일부 양물질의 토양내 고정이 내부계에 포함되며, 암모니

아 휘산과 탈질을 통한 질소손실, 침투손실, 논두 에서의 삼투손실, 수확된 현미

의 인출 그리고 유출수와 유출토사와 같은 인자가 유출계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논토양 내에서 화학성분의 물질수지는 여러 가지 인자가 개입되어 있고, 지역적

인 특성이나 농형태에 의해 물질수지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 Cho (1999)는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수도작 지대를 대상으로 5년여

에 걸친 장기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논에서 양물질의 순환 메카니즘 규명과 관

련된 연구를 수행하 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유입계

1997년 5월 22일에 모내기 기비로 10.72 kg N/10a, 2.72 kg P/10a 그리고 2.72 

kg K/10a를, 6월 13일에 분얼비로 7.36 kg N/10a, 7월 28일에 수비로 3.68 kg 

N/10a, 1998년 3월 18일에 규산질비료를 200 kg/10a 수준으로 시비하 다. 시험

포장에 시비된 화학비료의 총량은 질소의 경우 217.60 kg N/ha, 인산 27.20 kg 

P/ha 그리고 칼리 27.20 kg K/ha로 나타났다.

1997년 5월 1일부터 1998년 4월 30일까지 1,510.2 mm의 강우를 통하여 논토

양에 유입된 화학성분의 공급량은 다음과 같다. 시험포장에 내린 총강우량을 측

정한 다음 화학성분의 평균농도를 곱하여 강우에 의한 화학성분의 공급량을 산

정하 다. 양물질의 공급량은 전질소 39.48 kg/ha/yr, 암모니아태질소 21.82 

kg/ha/yr, 질산태질소 6.90 kg/ha/yr 그리고 전인 0.68 kg/ha/yr로 나타났다. 강

우에 의한 질소원의 공급량은 강우량이 많은 7, 8월이 가장 높았으며, 비 농기

간에는 강우량이 적은 관계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하천이나 저수지별로 물의 화학적 성질이 다르고, 같은 하천에서도 시기별로 

물의 화학적 성질이나 함량이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우기에는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양물질의 함량차이가 적은 반면에, 건기에는 크게 나타난다. 벼 재

배에서와 같이 관개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관개수중 양물질의 농도가 낮을지라

도 관개수량이 많아서 유입되는 양물질의 총량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벼 재배기간 동안 시험포장으로 유입된 관개수의 총유량을 측정한 다

음 화학성분의 평균농도를 곱하여 관개수에 의한 공급량을 산정하 다. 또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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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중 총부유물질의 함량을 관개수중 토사의 함량으로 나타내었으며, 토사중 화

학성분의 평균농도에 토사유입량을 곱하여 관개토사에 의한 공급량을 산정하

다.

농기간 동안 966.5 mm의 관개수를 통하여 논으로 유입된 양물질의 공급

량은 전질소 29.68 kg/ha, 암모니아태질소 1.80 kg/ha, 질산태질소 24.58 kg/ha 

그리고 전인 0.52 kg/ha로 나타났다. 권과 유 (1989)가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괘

량리 29.3 ha의 논에 유입된 관개수 218,000 m
3
으로 부터 양물질의 공급량을 

조사한 결과, 전질소 7.02 kg/ha, 전인 2.63 kg/ha으로 추정되었다. 권과 유(1989)

의 실험결과와 본 실험과는 기상조건과 관개수량 및 관개횟수가 서로 상이한 관

계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본 조사에서 전질소는 약 4배 정도 높게 나타

난 반면, 인산의 경우는 약 5배 정도 낮게 나타났다. 하와 허 (1989)가 김해평야 

인근 논으로 공급되는 관개수를 통한 전질소의 공급량을 조사한 결과 25.4∼68.2 

kg/ha로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논으로 유입되는 관개수중에 공업단지 

폐수,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등이 일부 유입되어 그 변화가 컸던 것으로 생각된

다. 

농기간 동안 966.5 mm의 관개수에 함유되어 논으로 유입된 토사의 양은 

692.06 kg/ha 으며, 주변 논에서 경운으로 인하여 입자성 물질의 유출이 용이한 

이앙초기에 높게 나타났다. 관개토사를 통한 양물질의 유입량은 전질소 1.00 

kg/ha, 질산태질소 0.02 kg/ha, 암모니아태질소 0.04 kg/ha, 전인 0.16 kg/ha 그리

고 가용성인산 0.02 kg/ha로 나타났다. 질소원의 경우는 관개시기와 인근 농경지

의 시비시기에 따라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산원의 경우는 시비된 인

산의 대부분이 토양에 고정되어 관개시기에 따라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관

개수와 관개토사에 의한 화학성분의 유입량을 비교한 결과, 전질소, 암모니아태

질소, 질산태질소 및 양이온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관개수를 통하여 유입된 반

면, 관개토사를 통한 유입량은 낮은 수준이었다. 전인의 경우 유입량의 약 80%

가 관개수를 통하여 유입되었으며, 나머지 20% 정도는 관개토사에 의하여 유입

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으로 관개수를 통한 중금속의 유입량은 낮은 수준이었지

만, 일부 식물생육에 향을 미치는 유해중금속은 관개토사에 흡착된 상태로 논

으로 유입되었다.

벼 수확기에 시험포장에서 10주의 수도체를 채취한 다음 볏짚부분과 곡실부분

으로 분류하여 평균 건물량을 측정한 결과 볏짚의 건물량은 평균 59.01±10.6 g, 

시험포장에서 생산된 볏짚의 무게는 13,113.3 kg/ha로 나타났다. 수확후 볏짚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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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논토양으로 환원된 화학성분의 유입량은 전질소 34.02 kg/ha, 인산 12.28 

kg/ha로 나타났다. 

② 내부계

담수항온 조건에서 105일간 아세틸렌환원법에 의한 생물학적 질소고정량을 조

사한 결과, 토양 100 g당 광합성 미생물에 의한 질소고정량은 3.0 mg, 타양성 미

생물에 의한 질소고정량은 4.9 mg으로 나타났다 (이와 이, 1987). 본 조사에서는 

국내에서 연구된 이와 이 (1987)의 실험결과를 인용하여 토양 100 g당 7.9 mg의 

질소가 토양미생물에 의하여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 다. 토양깊이 10 cm (토양

용적비중 1.25 cm
3
)에 대한 토양무게를 환산하여 미생물에 의한 질소고정량을 산

출한 결과, 94.80 kg/ha/yr에 해당하는 값이 산정되었다.

Kelley (1995)에 의하면 표토에서 대부분의 질소는 유기형태로 존재하며, 토양

중에서 유기태질소는 식물 양과 토양비옥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chnier (1995)에 의하면 중질소를 이용하여 시비질소

의 효율을 조사한 결과, 수확후 논토양 중에는 약 18.1%∼20.4%의 질소가 이용

되지 못하고 잔류하 다고 보고하 다. 본 조사에서는 1998년 4월 30일 논토양중 

전질소함량 927.28 mg/kg에서 1997년 5월 1일 전질소 함량 856.47 mg/kg을 감

한 70.81 mg/kg을 토양내 질소고정량으로 가정하 다. 토양깊이 10 cm (토양용

적비중 1.25 cm
3
)에 대한 토양무게를 환산하여 토양중 질소고정량을 산출한 결

과, 84.96 kg/ha/yr에 해당하는 값이 산정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시비된 토양내 인산고정량을 질소고정량 산출과 동일한 방법으

로 수행하 다. 즉, 1998년 4월 30일 전인 함량 259.30 mg/kg에서 1997년 5월 1

일 전인 함량 246.34 mg/kg을 감한 13.00 mg/kg을 토양내 인산고정량으로 가정

하 다. 토양깊이 10 cm에 대한 토양무게를 환산하여 토양내 인산고정량을 산출

한 결과, 15.60 kg/ha/yr에 해당하는 값이 산정되었다.

③ 유출계

1997년 5월부터 1998년 4월까지 12개월 동안 시험포장에서 유출된 유출수량

을 측정한 다음 유출수중 화학성분의 평균농도를 곱하여 화학성분의 유출량을 

산정하 다. 양물질의 유출량은 전질소의 경우 농기간 149.23 kg/ha, 비 농

기간 8.67 kg/ha로 총 157.90 kg/ha/yr, 암모니아태질소는 농기간 102.98 

kg/ha, 비 농기간 4.44 kg/ha로 총 107.42 kg/ha/yr, 질산태질소는 농기간 

28.45 kg/ha, 비 농기간 1.23 kg/ha로 총 29.68 kg/ha/yr, 전인은 농기간 4.16 

kg/ha, 비 농기간 0.38 kg/ha로 총 4.54 kg/ha/yr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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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량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시비효과로 6월에 유출수중 화학성분의 농도가 높

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유출량을 시비된 화학비료량을 기준으로 유실률을 

계산한 결과, 질소의 경우 시비량의 약 68.6%, 인산은 16.7%가 유출과정을 통하

여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에서 양물질의 유출부하량과 관련되어 국내 · 외에서는 유출수중 양물

질 함량변화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시비후 토양과 반응하여 흡착

된 인산원이나, 토양내에서 불용성 상태로 존재하는 중금속의 정확한 이동 메카

니즘을 해석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유출수량에 비하여 유출토사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인산이나 중금속물질

의 이동 메카니즘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출토사를 통한 양물질의 유출에 대

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출수중에 함유된 총부유물질을 토

사의 양으로 환산한 결과, 유출토사량은 농기간 1,615.7 kg/ha, 비 농기간 

2,173.4 kg/ha로 총 3,789.1 kg/ha/yr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농경지내에서 토양유

실과 관련하여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경사지 밭토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

데 (고, 1985; 정 등, 1995, 1996),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강우-유출 과정중 1.0 

ha의 논에서 4.0 M/T에 해당하는 토사가 하천으로 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등 (1995)에 의하면 농기간 동안 논토양에서 토사유출량은 0.186 MT/ha로 나

타났으며, 정 등 (1998)이 한강 수계 율문천 소유역을 대상으로 논토양에서 토사

유출량을 조사한 결과 1.8 MT/ha/yr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와 비교시 본 조사에

서의 토사유출량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조사대상 지역 논토양의 경

우 경지정리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 기 때문에 토사유출이 용이 하 을 

것으로 생각되고, 토사유출에 가장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강우량이 많았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교적 평탄지에 분포하고 있는 논토양일지도 강

우-유출 과정시 발생하는 토사유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출수와 유출토사를 통한 화학성분의 유출부하량을 비교한 결과, 전질소, 암

모니아태질소, 질산태질소 및 양이온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유출수를 통하여 하

천으로 부하된 반면, 유출토사를 통한 부하량은 낮은 수준이었다. 전인의 경우 

약 80%가 유출수를 통하여, 나머지 20% 정도가 유출토사를 통하여 하천으로 유

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출토사를 통하여 하천으로 유입된 인화합물

은 정체상태의 수체에서 퇴적된 상태에서 물과 끊임없이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용출되어 수층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계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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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 양화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농경지로부터 토사

침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기간인 1997년 5월부터 9월까지 시험포장에 매설된 토양용액 채취관으로 

이동한 화학성분의 침투손실량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양용액 채취관 

매설깊이별로 화학성분의 농도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관계로 토양용액 채취관이 

매설된 4지점의 화학성분 평균농도에 침투수량을 곱하여 침투손실량을 산정하

다. 양물질의 침투손실량은 전질소의 경우 20.34 kg/ha로 월별로는 6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5월말 농을 위한 기비 시비후 논물중 전질소 함량이 크게 

증가하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암모니아태질소와 질산태질소의 침투손실량

은 각각 3.54 kg/ha, 10.44 kg/ha로 나타났으며, 질산태질소가 암모니아태질소보

다 약 3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전인의 침투손실량은 0.16 kg/ha 그리고 가용

성인산은 0.028 kg/ha로 나타났으며, 월별로는 5월과 6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Kunimatsu (1986)이 일본 농림통계의 자료를 인용하여 논에서 침투손실량을 조

사한 결과, 전질소는 11.34 kg/ha/yr 그리고 전인은 0.194 kg/ha/yr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와 Kunimatsu (1986)의 결과를 비교시 전질소 침투손실량이 본 조사

에서 2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전인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본 조사에서는 전질소

의 경우 이 등 (1990)과 신과 권 (1990) 그리고 Kunimatsu (1986)의 결과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양이 침투로 인하여 손실되었고, 전인의 경우 이 등 (1990)과 

Kunimatsu (1986)의 결과와는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신과 권 (1990)의 결과

보다는 훨씬 적은 양이 침투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지역의 시비량, 

시비형태, 시비시기, 강우조건, 기후, 토양특성 및 농형태가 서로 상이하여 나

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논에 시비된 화학비료의 양을 기준으로 침투에 의한 양

물질 손실률을 계산한 결과, 질소의 경우 시비량의 9.35%, 인산의 경우 시비량의 

0.59% 그리고 칼리는 시비량의 22.79%가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토양내에서 탈질량 2 mg/100g에 토양깊이 10 cm에 대한 토양무게를 환산

하여 토양중 탈질량을 산출하 는데 (이 등, 1985) 그 결과 24.00 kg/ha/yr에 해

당하는 값이 산정되었다. 논에 시비된 화학비료의 양을 기준으로 질소손실률을 

계산한 결과, 전체 시비량의 11%에 해당하는 질소원이 탈질과정을 통하여 손실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Datta (1995)에 의하면 탈질과정을 통한 질소손실량은 시

비량의 약 1% 정도이고, 山室 (1994)에 의하면 탈질손실량은 시비량의 6∼10%, 

정 등 (1993)에 의하면 약 2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탈질과정을 통한 질소손

실량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토양의 산화-환원 조건, 질소질비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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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시기, 시비위치 및 시비방법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

다.

논토양내에서 암모니아 휘산량 3.714 mg/100g에 토양깊이 10 cm에 대한 토

양무게를 환산하여 암모니아 휘산량을 계산한 결과 (한 등, 1997) 44.56 kg/ha에 

해당하는 값이 산정되었다. 논에 시비된 화학비료의 양을 기준으로 질소손실률을 

계산한 결과, 전체 시비량의 20.47%에 해당하는 질소원이 암모니아 휘산을 통하

여 손실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Fillery et al. (1984)에 의하면 요소비료의 처리후 

암모니아 휘산량을 조사한 결과 시비량의 약 47%가, Fenn and Hossner (1985)

에 의하면 시비량의 약 5∼50% 정도가, 정 등 (1996)에 의하면 요소비료 처리시 

시비량의 약 14.7%가 암모니아 휘산과정을 통하여 손실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암모니아 휘산과정을 통한 질소손실은 비료종류, 시비방법, 시비시기, 토양반응, 

및 기상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사에서 산

정된 암모니아 휘산량은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④ 유 · 출입 수지

지금까지 조사된 양물질 가운데 화학비료로 시비된 질소, 인산 및 칼리를 

대상으로 물질수지를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질소의 경우 총유입량 416.58 kg/ha/yr에서 총유출량 361.62 kg/ha/yr를 감

하면 54.96 kg/ha/yr가 계산되지 않은 값으로 나타났는데, 본 조사에서는 토양내 

질소고정량을 84.96 kg/ha/yr로 계산하 으므로 30 kg/ha/yr가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오차는 실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헌연구 결과만을 적용한 생물학적 질

소고정, 토양내 잔류량, 암모니아 휘산량과 탈질량에서 일부 오차가 개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인의 경우 총유입량 40.84 kg/ha/yr에서 총유출량 24.82 kg/ha/yr를 감하면 

16.02 kg/ha/yr가 계산되지 않은 값으로 나타났는데, 본 조사에서 토양내 인산흡

착량을 15.60 kg/ha/yr로 계산하 으므로 0.42 kg/ha/yr가 남게 된다. 이러한 오

차는 실측하지 않고 문헌연구 결과만을 적용한 인산의 흡착량에서 약간의 오차

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칼리의 경우 총유입량 96.14 kg/ha/yr에서 총유출량 148.77 kg/ha/yr를 감하면 

52.63 kg/ha/yr가 부족하게 된다. 칼리의 경우 토양 자체내 함량이 높고, 담수상

태에서 토양격자내에 존재하는 다량의 칼리가 용출되어 천연적으로 공급된 양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칼리의 토양내 천연

공급량을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부족한 52.63 kg/ha/yr를 토양자체로부터 천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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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급되는 칼리의 양으로 적용하여 물질수지를 계산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Kunimatsu (1986)에 따르면 논토양내에서 양물질의 물질수지를 조사한 결

과, 총유입량은 질소 189 kg/ha/yr, 인산 52 kg/ha/yr 그리고 칼리 117 kg/ha/yr, 

총유출량은 질소 124 kg/ha/yr, 인산 16 kg/ha/yr 그리고 칼리 90 kg/ha/yr로 나

타났다. 총유입량에서 총유출량을 감하면 질소 65 kg/ha/yr, 인산 36 kg/ha/yr 

그리고 칼리 27 kg/ha/yr가 계산되지 않은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값을 모

두 토양내 양물질 고정량으로 계산하 다. 이와 같이 Kunimatsu (1986)의 연

구결과와 본 조사결과와는 유입량과 유출량에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각 조사자별로 유입계와 유출계의 대상을 설정하는데 차이가 있

었으며, 문헌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가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각 조사지역별로 비료사용량, 시비방법, 관개수 공급, 토양조건, 기

후조건 및 강우의 양과 화학성분 조성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물질의 물질

수지에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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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3. Balance of N, P and K in the paddy field (Cho, 1999).

 

 
 
  
 

 

 

 

 

 

  
 
 
  
   
   
   
 

 
1)Lee et al. (1987), 2)Lee et al. (1985), 3)Han et al. (1998) 
Unit : kg/ha/yr 
 
 

Chemical fertilizer 

N P K 

217.60 27.20 27.20 

Irrigation water 

N P K 

29.68 0.52 9.08

Precipitation 

N P K 

39.48 0.68 5.46

Rice straw 

N P K 

34.02 12.28 54.28

Irrigation sediment

N P K 

1.00 0.16 0.12

Biological fixation1)

N P K 

94.80   

Total influx 

N P K 

416.58 40.84 96.14 

Soil residual amount 

N P K 
84.96 15.60  

Total outflux  

N P K 

361.62 24.82 148.77 Denitrification2) 
N P K 

24.00   

Rice cereal 
N P K 

111.62 19.20 90.34 

  Volatilization3)

N P K 
44.56   

  Infiltration losses
N P K 

20.34 0.16 7.22

Outflow water 
N P K 

157.90 4.54 50.72
Outflow sediment

N P K 
3.20 0.92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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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동위원소

3.1 동위원소 

환경동위원소는 그 
2
H, 

3
He, 

6
Li, 

11
B, 

13
C, 

15
N, 

18
O, 

34
S, 

37
Cl, 

87
Sr와 같은 안정

동위원소로서 환경적인 향평가 즉, 지하수의 연대추정, 지하수 오염물질 기원 

추적, 지하수 수문학 및 해양환경 분야 들에 널리 이용되는 물질을 가르키고 있

다.

동위원소 질량비를 이용한 연구는 1932년 Urey 등에 의해 수소 동위원소인 

중수소 (Deuterium)가 처음 발견된 이후, Nier의 질량분석기 (Mass 

spectrometer) 개발로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늘날까지 많은 연구성과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는 유체와 암석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지질화학 분야에서 

추적자 (tracer)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별의 기원과 진화 그리고 핵반응 과정 

등을 연구하는 천체물리학 등의 학문분야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연구 분야로 인

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동위원소 분할효과, 지하수, 하천수, 해수, 강수, 대기, 식

물의 광합성 및 호흡, 해양생물 및 화석, 운석 및 암석, 석유, 식품, 의학 및 약품 

등의 광범위한 부분에 동위원소가 이용되고 있다. 특히, 지질화학 분야는 안정동

위원소에 대한 기본적 이론과 동위원소의 분할에 대한 중대한 기작들을 체계적

으로 잘 정리해 왔으며 현재 가장 많은 연구성과를 이루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환경동위원소에 대한 정의와 표준시료 (standard)에 대한 세계적인 

기준이 규정된 이후, 이들의 활용을 통해 안정동위원소의 환경 분야에 대한 적용

과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주로 오염원의 종류와 오염물질의 기원을 규명하

는 유용한 해석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홍, 2001).

동위원소 (isotope)란 동일한 원자번호로 같은 원소에 속하면서 질량수가 서로 

다른 핵종을 말한다. 원자핵 중에는 안정하여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불안

정하여 방사성을 방출하여 안정된 상태로 이행하려는 핵종이 있다. 이와 같은 성

질을 갖는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한다. 예를 들어 
1
H, 

2
H, 및 

3
H는 원

자번호가 같은 동위원소이나 
1
H와 

2
H는 안정 동위원소이고 

3
H는 방사성 동위원소이

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징은 방사성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등)을 방출하면서 일

정한 속도로 붕괴하여 안정화되지만, 그 화학적 성질은 안정 동위원소와 동일하다

는 것이다. 탄소  (C)의 경우에는 
9
C, 

10
C, 

11
C, 

12
C, 

13
C, 

14
C, 

15
C, 

16
C 등 8종의 동위

원소가 있고, 이중 
12
C와 

13
C 2종만이 자연계에 존재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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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는 동위원소가 항상 일정한 비율로 존재한다. 즉 우라늄 (U)의 경우에는 

238
U, 

235
U, 

234
U의 비율이 99.27%, 0.72%, 0.01%이며, 수소 (H)의 경우에는 

1
H과 

2
H가 99.9%와 0.1%에 해당하고, 산소 (O)의 경우에는 

16
O과 

18
O 및 

17
O이 

99.76%, 0.2%, 0.04%씩 존재한다.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capella.or.kr)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서 Principles of geochemistry (Mason and Moore)를 일부 

번역한 것임을 밝혀 둔다.

그동안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방사성 동위원소는 Ar, Sr, Pb, Nd 인데 이들

은 모원소가 붕괴되는데 소요된 시간과 모원소와 자원소의 초기 농도에 따라 동

위원소 조성에 큰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맨틀에는 방사성 모원소인 
87
Rb의 농도

가 낮으므로 상부맨틀에서 온 마그마는 
87
Sr 함량이 낮게 되므로 Sr 동위원소는 

마그마가 지각에서 온 것인지 맨틀에서 온 것인지를 구분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안정 동위원소의 변화는 동위원소들간의 상대적 질량차이가 클 때 발생하므로 

H, C, O, S 같이 원자량이 작은 원소에서 크게 나타나며 또한 쉽게 측정된다. 예

를 들면 
1
H와 

2
H는 질량비가 100%이며 

12
C와 

13
C는 질량비가 8%이다. 안정 동위

원소의 분별작용은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하므로 지표부근 보다는 심부에서의 분

별작용이 더 적다. 

몇 가지 원소들의 상대적 동위원소 함량 비에는 비방사성 동위원소비의 변화

도 있다는 것이 자연계에서 확인되었다. 원소 H, C, O, S 에서는 지질학적으로 

흥미 있는 차이가 관측되었다. 질량 분석기로 측정된 변화량을 절대 비로 나타낼 

수도 있으나 흔히 δ (‰, 천분율)로 나타낸다. 시료나 표준물질에서 선택된 두 개

의 동위원소의 함량 비를 R이라고 하면, δ= (Rsample／Rstandard - 1) × 1000 로 표

시된다. 산소의 ‰ 변화는 
18
O／

16
O에 대한 것이고 표준 물질로는 SMOW 

(Standard Mean Ocean Water; 평균해수)나 PDB (Belemnitella americana from 

the Cretaceous Peedee formation, South Carolina; 백악기 벨렘나이트의 탄산염)

가 사용된다. δ값의 ＋변화는 표준물에 비해 시료에 더 무거운 동위원소가 많음

을, －변화는 시료에 가벼운 동위원소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위원소의 

변화는 질량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 질량의 차이가 분자나 결정 내에 있는 원자

의 진동수에 변화를 일으켜서 내부에너지, 열용량, 엔트로피와 같은 열적 성질이 

달라지므로 결국 두 개의 상에서 동위원소의 분별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

된다. 
18
O와 

16
O의 경우에 두 상에서의 분리상수를 α라고 하면, α＝ RA／RB ＝ 

(
18
O／

16
O) 상A／(

18
O／

16
O) 상B 로 계산되며 평형을 이루는 계에서 α는 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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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교환반응의 평형상수가 된다. 이 상수는 온도와 관계가 있으므로 지구화학 계

에서 천연 온도계로 사용된다. 분별작용의 요인인 α와 δ는 α ＝ 1 ＋ (δA - δB)

／1000의 관계가 있다. 생물계에서 속도조절이나 확산작용에 의해 일어난 분별작

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형적인 계에서는 측정이 가능하다. 

3.2 산소 동위원소 

산소는 지각에 가장 풍부한 원소이므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질량분석

기를 이용하여 CO2를 구성하는 산소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천연수에서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δ
18
O가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저온 물질들은 고온에서 생

성된 화성암에서 보다 δ
18
O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화성암에서의 산소 동위

원소의 분별작용은 거의 평형에 가까우므로 α값이 계산될 수 있고 형성 온도도 

결정된다. 측정된 값을 실험 값과 비교해 보면 공존하는 광물 쌍 (pair)간의 δ
18
O

로 생성 온도를 알 수 있고 온도가 직접적으로 계산될 수도 있다. Si-O-Si 결합

이 우세한 광물에서는 
18
O가 풍부하며, Si-O-Al, Si-O-Mg 결합을 하는 광물들

은 분별이 적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조암광물 중에서는 석 의 
18
O 함량이 

가장 높고 장석, 백운모, 각섬석, 휘석, 흑운모, 감람석으로 가면서 감소한다. 산

화물인 Magnetite와 Ilmenite에서 분별작용은 최소이다. 화성암에 대한 분석에서 

얻어진 결론은 화성암을 구성하는 광물이 일정 비의 
18
O／

16
O를 다량 함유하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지각과 맨틀에서 산소의 확산이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인 것 같다. 

3.3 황 동위원소 

운석에 있는 Troilite는 22.21이라는 높은 
34
S／

32
S값을 가지는데, 이것이 원시 

황의 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각에 함유된 
34
S는 표준에서 ±50‰ 까

지의 큰 변화를 보인다. 황의 원자량이 비교적 큰데도 이와 같이 변화가 큰 것은 

박테리아 때문이다. 
32
S는 황화물을 주로 형성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황산염에는 

34
S가 풍부하게 되는데 박테리아가 

34
S가 풍부한 황산염을 환원시기 때문에 변화

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박테리아의 환원작용 이후에는 해양의 황산염에 
34
S가 풍

부하게 된다. 생성된 H2S는 철 및 다른 중금속 황화물로 침전되어 해양에서 제

거된다. H2S, SO2, 화산활동에서 나오는 S, 마그마나 열수 조건에서의 황화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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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염의 평형과 같은 산화, 환원의 과정은 지역적인 원인으로 중요하다. 열수작용

에 의해 침전된 황화물은 동위원소의 변화가 적으므로, 이 황이 원시기원이거나 

균질한 계에서 생성되었음을 암시한다. 또한 특별히 큰 변화를 나타내는 열수 황

은 이미 분별이 일어난 퇴적물 기원임을 알 수 있다. 퇴적기원의 황화물이라면 

가벼운 황이, 퇴적기원의 황산염이면 더 무거운 황이 많이 존재할 것이다. 황 동

위원소에 대한 보다 성공적인 적용은 Louisiana와 Texas의 암염돔에 있는 황 원

소가 석고와 경석고로 된 덮개암이 박테리아에 의해 환원되어 생성되었음을 밝

힌 것이다. 암염돔은 내해에서 침전된 경석고로 덮여 있다. 이 경석고의 
32
S／

34
S

는 21.85로 비교적 일정한데 Desufovibrio라는 박테리아의 환원작용으로 2∼5％

나 더 높은 
32
S／

34
S를 갖는 H2S를 생성한다는 것이 측정으로 확인되었다. 생성

된 H2S는 남아있는 황산염과 반응하여 천연 황을 형성하므로 덮개암에 있는 천

연 황은 H2S의 S보다 약간 무겁고 황산염의 S보다는 약간 가볍다. 황에 대한 자

료의 해석은 덮개암에 있는 방해석의 
13
C／

12
C값으로도 지지된다. 즉, 덮개암의 

방해석에서는 
13
C／

12
C값이 퇴적기원의 탄산염보다는 낮고 석유에서의 값과 비슷

하여 방해석의 CO2가 석유의 산화작용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3.4 탄소 동위원소 

탄소는 동위원소의 분별작용과 자연계에서의 풍부한 함량 때문에 동위원소 조

성의 변화도 크다. 무거운 동위원소인 
13
C는 탄소-산소의 무기화합물에 많은데 

탄소 동위원소 측정의 기준물이 화석의 탄산염이므로 대부분의 측정에서 δ
13
C는 

－값으로 나타난다. 안정 동위원소인 
12
C, 

13
C 이외에 방사성 동위원소인 

14
C도 

소량 존재한다. 서로 다른 유형의 운석에는 몇 가지의 탄소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석에서의 탄소 동위원소 조성은 상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탄소질 콘드라

이트에 있는 탄산염 상은 δ
13
C가 약 ＋6‰ 이지만 공존하는 탄화수소 상에서는 

－10‰ 정도이다. 머치슨 C2운석의 탄소질 콘드라이트에서 전체 암석의 δ
13
C값은 

지구 전체의 δ
13
C와 비슷한 －7.2‰ 정도이다. 실제로 대기권의 CO2, 탄산염암, 

다이아몬드광상에서 δ
13
C가 이와 비슷한 값을 갖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

구화학적 순환계에서 탄소의 화학적 분별작용과 동위원소의 분별작용이 일어난

다. 옐로우스톤, 뉴질랜드의 화산 분기공에서 나온 메탄의 δ
13
C는 평균 －28‰이

지만 함께 나온 CO2의 δ
13
C는 －4‰로 화산이나 분기공 가스의 메탄을 구성하는 

탄소는 CO2의 탄소보다 가볍다. 이 값을 CO2 ＋ 4H2 ＝ CH4 ＋ 2H2O의 반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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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산된 값과 비교해 보면 이 가스들이 200∼300℃에서 평형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런 계에서 평형속도가 매우 느리므로 이 온도에서 각 성분들이 오랫

동안 존재하 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무기 탄소동위원소의 분별작용은 평형

의 결과로 일어난다. 해양의 중탄산염과 대기중의 CO2의 평형의 결과는 δ
13
C의 

측정으로 확인되었고, 해양탄산염과 해양 중탄산염이 평형을 이룬다면 해양 탄산

염이 4％나 높은 δ
13
C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생물의 대사작용, 즉 광합성도 

동위원소 조성의 변화를 일으킨다. 데본기와 백악기의 δ
13
C 값이 높은 것은 이 

시기에 육상식물과 현화식물이 번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원소들이 퇴적된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났을 매우 느린 이차적 교환반응을 측정할 수 없기 때

문에 이런 변화에 대하여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3.5 수소 동위원소 

1
H와 

2
H의 질량비는 모든 동위원소쌍 중에서 가장 크므로 수소는 매우 큰 동

위원소 분별을 보이며 약 70％ (700‰) 까지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다. 중수소 측

정의 표준물은 산소와 같은 SMOW이며 대부분의 시료에서 측정된 δD는 해수보

다 적음을 알 수 있다. 해수는 수소동위원소의 조성이 원래 일정하지만 일반 물

보다 증기압이 작아서 증발이 더 잘 일어나므로 해수에는 상대적으로 중수소의 

양이 많아진다. 동일한 물의 산소에서도 이런 분별이 일어나지만 규모는 작다. 

물의 증발과 응결도 동위원소의 분별을 일으킨다. 적도 지방의 강수에서 δD는 

해수와 비슷하며 극지방에서는 δD가 -300‰ 이하, δ
18
O가 -45∼-50‰ 정도이며 

위도에 따라 규칙적인 변화를 하는데 천연수에 대한 측정값의 일부만이 이런 규

칙적 변화에서 벗어난다. 이런 변화는 지구 대기를 거대한 응축기로 생각하면 쉽

게 설명될 수 있다. 즉, 물이 증발 또는 응결할 때 D와 
18
O는 액상에 농집된다. 

D와 
18
O가 많은 천수 (天水, meteoric waters)는 지표로 떨어져 탄산염, 규산염광

물과 접하면서 산소 동위원소를 교환하는데 수소는 암석내 함량이 적으므로 교

환되는 양도 적다. 물의 안정 동위원소 연구에서 얻어진 중요한 결론은 대부분의 

물이 마그마 기원의 일차적 물이 아니라 지역적 강수에 의한 천수라는 것이다. 

주어진 지역에서 δ
18
O는 그 지역 암석과의 동위원소 교환에 의해 변하지만 δD는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수소가 천수 기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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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질소동위원소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질소는 14 (99.634%)라는 원자 질량을 가지고 

있으나 중성자의 추가에 의한 원자 질량이 15 (0.366%)인 질소가 동시에 존재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원자 질량이 12, 13, 16과 17인 질소도 존재하는 것으

로 추정되어지나 자체적인 불안정성에 의하여 반감기가 몇 초에서 몇 분으로, 현

재의 기기 조건으로는 분석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2001). 안정

동위원소의 질량비는 표준시료의 질량비 (N의 경우 
15
N/
14
N)와 분석시료의 질량

비의 천분율 편차로 나타낼 수 있으며, 질량비 (δ) 값은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시

료의 동위원소 분할의 정도를 나타내게 된다. 질소 동위원소의 경우, 이는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Kreitler, 1975; Hoefs, 1997; Battaglin et al., 1997).

동위원소비의 단위는 천분율 (per thousand, ‰)이며, 현재 IAEA에서는 질소

를 포함한 환경동위원소 (H, O, S, C)와 그의 표준시료를 규정하여 세계 공통으

로 사용하고 있다. 질소의 경우 유기물질, 질소화합물 등을 측정 대상 시료로 하

여 표준시료로 
15
N/
14
N 이 0.0036765인 대기중의 질소를 사용하고 있다.

요소의 향을 받은 토양은 암모니아태질소와 질산태질소의 질량비 값은 각각 

-21.6 과 +13.8 로서 값의 변동이 매우 크며, 자연계내의 동위원소 분할에 비해 

상당히 큰 분할 효과를 가지게 된다 (Kreitler, 1975). 하천에 유입된 유기질소의 

경우는 암모니아화 과정에서 생성된 암모늄이 암모니아로 변환되기 위해 적합한 

pH를 얻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섭취된 질소의 

50%가 
15
N의 체내 축적을 일으키는 동위원소 분할을 일으키고, 나머지 50%의 

질소는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분뇨로 배출된다 (홍, 2001).

가축으로부터 배설되는 질소의 80%는 뇨에 있으며, 뇨의 50%∼85%는 요소의 

형태이다. 축산분뇨가 존재하지 않는 경작지 내 질산태질소의 오염원은 화학비료

와 경작활동을 통해 생성된 부식토의 산화물이다. 강우에 존재하는 암모늄과 질

산태질소의 농도는 각각 0.01∼0.12 mg/L, 0.47∼1.0 mg/L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우나 질소고정에 의해 토양의 질산태질소 대부분이 생성된다고는 볼 수 없다 

(Kreitler, 1975). 이렇게 부식토의 유기질소에서 질산태질소로 분해되는 여러 작

용과정 중 pH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암모니아 휘발은 일어나지 않으며, 요소

도 강염기의 형태로 가수분해되는 양이 작다. 결과적으로, 질량비의 상승 분할이 

거의 없이 위에서 언급한 미비한 동위원소 분류현상만을 나타내며 유기질소 및 

화학비료 내 질소는 질산태질소로 질산화되어 질량비 값이 +2∼+8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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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질은 밭보다 혐기성 환경인 논에서 더 중요시되어지지만, 암모니아 휘발에 의

한 분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경작지에서 유래한 질산태

질소의 질량비는 부식토 내 유기질소성분과 화학비료의 무기화에 의해 제어되게 

된다. 또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토양 내 질소는 질소고정과 그로부터 생

성된 소량 질소의 무기화에 의해 질량비가 제어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 값은 가

축분뇨와 화학비료 질량비의 중간 값인 +5∼+10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홍, 

2001).

δ
15
N(‰)=

(
15
N/

14
N) sample-(

15
N/

14
N) standard

(
15
N/

14
N) standard

×1000

Table 1. Stable and radioactive isotopes of nitrogen.

- ; not existed 

Table 2. Worldwide standards in use for the isotopic composition of 

         hydrogen, carbon, oxygen, sulfur, and nitrogen.

(홍, 2001)

Mass number Natural abundance (%) Half-life

12 -    0.0125 seconds

13 -    10.05 minutes

14 99.634 -

15 0.366 -

16 -    7.38 seconds

17 -    4.14 seconds

Element Standard
Standard 

abbreviated

H  Standard Mean Ocean Water SMOW

C
 Belemnitella americana from the Cretaceous Peedee 

 formation, South Carolina
PDB

O  Standard Mean Ocean Water SMOW

S  Troilite (FeS) from the Canyon Diablo iron meteorite CD

N  Air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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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environmental isotopes.

(홍, 2001)

Element Notation Class Amounts (%) Gas sample

Hydrogen

(D/H)
δD

1
H
2
H

99.985

0.015
H2

Oxygen

(
18
O/
16
O)

δ
18
O

16
O

17
O

18
O

99.762

0.038

0.200

CO2

Sulfur

(
34
S/
32
/S)

δ
34
S

32
S
33
S
34
S
36
S

95.02

0.75

4.21

0.02

SO2

Carbon

(13C/12C)
δ
13
C

12
C
13C

98.90

1.10
CO2

Nitrogen

(15N/14N)
δ
15
N

14
N
15N

99.63

0.37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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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위원소 추적자 기법의 농업생태계 환경조사 

및 향평가 응용 사례

4.1 국외 연구사례

2004년도 IAEA  Nuclear Technology Review에 소개되어 있는 동위원소를 

이용한 농업생태계의 환경 모니터링과 관련된 연구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응용분야가 여러 방면이 있겠으나 본 장에서는 농업생

태계와 관련된 토양 및 수질환경과 관련된 분야에 국한하여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①  지속적인 농경지와 수자원 관리 분야

21세기 지구환경의 주요 관심사중의 하나가 토양침식 그리고 농경지 토양유실

과 관련된 것이다. 이 분야와 관련되어 주로 
137
Cs이 방사성 동위원소 추적자로 

이용되고 있다. 
137
Cs을 이용할 경우 더 이상 별도의 조사 프로그램이 없이도 토

양의 침식, 파괴, 토사이동, 퇴적현상을 중․장기적으로 아주 정 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현재 약 40여개 연구그룹이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FAO/IAEA 프로그램에서는 향후에는 
137
Cs과 

210
Pb와 

7
Be과 같은 또다른 환경 

방사능물질을 조합하여 농경지에서의 토양유실과 관련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137
Cs을 이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추적자 기법이 토양침식 및 퇴적율과 관련된 환

경인자의 패턴을 평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전적인 유역관리와 환경보호를 위한 전략의 개발과 토양침식과 퇴적을 조절하

기 위한 토양보전기법을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2003년 일본 쿄토에서 개최된 세계 ‘물 포럼’에서는 작물 생산성과 농업분야의 

수자원 이용 효율성 증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FAO/IAEA에서는 다양한 기상조건하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인 공급을 위한 실제적인 기법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탄소 동위원소 식

별기법을  가뭄에 내성을 가지는 유전자를 인식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이용

하고 있다.

② 수자원 분야

수문학 분야에서 동위원소의 응용은 물의 ‘isotopic fingerprints’의 자연적인 

전달자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넓은 지역에서 신속한 수문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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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위원소 수문학 분야에서 산소와 

수소의 안정동위원소가 최근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tritium과 helium-3은 지하

수의 수명을 추적하는데 널이 이용되고 있다. 지하수 관리분야에서 동위원소의 

사용과 관련된 유사한 사례가 US Geological Survey (USGS),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인도, 국과 그 밖의 수많은 국가에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 동

위원소 추적자 기법을 이용하여 지표수 자원의 관리와 수자원에 대한 기상변화

를 이해하는 연구가 US Geological Survey (USGS)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③ 해양과 지구환경의 보호 분야

해양환경의 보호와 대양자원의 관리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인구의 약 40%가 

생활하고 있는 인근해 연안은 어자원의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이다. 

연안환경과 직면해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생태학적 문제는 공중위생과 안정성, 

생태계 건전성과 부 양화, 적조현상과 연근해로 유입되는 또다른 유해물질들이

다. 유해한 조류번식 (Harmful algal blooms, HABs) 현상은 어업, 수산업과 해양

생태계에 경제적으로 악 향을 끼칠 수 있다. 수용자 결합분석 (receptor binding 

assay)의 형태로서 동위원소 기법을 해양환경의 생태 모니터링 분야에 응용할 

경우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도 저비용, 신속, 고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

게 한다. 일부 자연방사능 낙진을 이용한 연구는 해양환경에서 토사의 퇴적시간

이나 과정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기법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방사성 동

위원소를 이용한 추적자 기법은 물, 토사, 해양 유기체중 환경오염물질의 오염경

로와 행동, 이동을 추적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을 것이다.

또한 황 그리고 질소산화물과 같은 산성오염물질은 화석연료의 연소로 방출되

어 산성비 또는 스모그 형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성오염물질을 제

어하기 위해 방사성 조사장치를 이용할 경우 독성 화합물을 유용하고 무해한 물질

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자빔연료가스장치 (electron beam flue gas 

treatment plant)는 중국과 폴란드에서 coal-fired plants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

물을 제거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전자빔 (electron beam), 전자기조사 

(electromagnetic ration nuclear) 또는 동위원소를 포함한 방사성 동위원소 기술

은 유해한 독성유기물질과 미생물들을 제거함으로써 하수, 공업폐수, 슬러지의 

오염물질과 악취제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전자빔과 오존을 이용한 조합

기술은 음용수로부터 염소화된 탄화수소 (chlorinated hydrocarbon) 화합물의 제



- 34 -

거에도 이용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물학적 처리를 거쳐 얻어지는 하수슬

러지에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비료자원을 생산하는데도 방사선이 이용되고 있다.

④ 환경생태계 모니터링 분야

2003년도 IAEA의 동위원소 수문학 연구실 주관의 '11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Isotope Hydrology and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자료 가운데 먼저 수환경 생태학 분야에서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생태계 환경모니터링과 연구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응용은 대기, 지구와 해양환경에서 오염물질의 

이동경로의 지표로서 자연과 인공방사능 물질을 사용하는 환경모니터링 분야에

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구화학 분야에서 방사능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구방법

의 등장은 수중생태계에서 토사의 퇴적과정의 이해하는데 가히 혁명적인 연구기

법이라 할 수 있다. 
210
Pb 과 

87/86
Sr을 이용한 방법은 해양과 호수에서 퇴적과정

을 밝히는데 정량적인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덧붙여서 
137
Cs과 또다른 자연 또는 

인공 방사능물질은 토양표면에 매우 낮은 농도로 강하게 흡착된다. 이러한 특징

을 이용하여 토양침식이나 토양 퇴적현상을 밝히는데 
137
Cs을 널리 이용하고 있

다.

대륙 규모 (Continental-scale)의 대하천에서 안정동위원소 추적자와 물수지를 

사용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향후 대규모 유역에

서 물수지와 기상변화에 대해 동위원소를 응용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축적하

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대규모 유역에서 양물질의 발생원을 추적하

고, 강과 지하수의 주요 오염물질인 질산태질소를 δ
15
N과 δ

18
O를 이용하여 신속

하고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서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하는 역도 포함되어 있다.

동위원소를 이용한 지구화학적 원소의 이동 경로 추적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

에 개발된 첨단 연구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수리학적인 측면에서 질소, 황, 

그리고 탄소의 생태계 내에서 상호전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과 오염물질의 복원과 관련된 모니터링 연구분야에도 아

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하수의 관점에서 보면, 동위원소 추적자 기법은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불포화대와 포화대 사이에서 환경오염물질의 경로를 

밝히는데 널리 이용된다. 수권 생태계에 존재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오염경로와 오

염물질 발생기원을 이해하는데 있어 동위원소 추적자 기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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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권 생태계에 존재하는 질산태질소의 모니터링에 
18
O, 

17
O, 

15
N을 이용한 경우이고, 용존산소의 경우에는 

18
O, 수중 황산염의 경우에는 

18
O와 

34
S가 이용되고 있다. 지하수의 연대를 결정하는 방법에 tritium, heliuim-3, 

chlorofluorocarbons, sulfur hexafluoride와 같은 natural tracer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tracer들은 실험을 통해 얻어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 예측

모델을 검증하거나 보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FAO/IAEA의 토양과 물 관리 및 작물 양 분과 (Soil and Water 

Management and Crop Nutrition Section)와 토양학 분과 (Soil Science Unit, 

SSU)에서는 지속적인 작물생산을 위한 토양과 물 관리 그리고 양물질의 관리

와 같은 분야에 동위원소 추적자 기술을 접목시켜 왔다. 토양학 분과에서는 합리

적인 토양비옥도 유지와 수질관리 분야에 nuclear technique를 사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다. SSU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내용으로는 1) 토양 중

에서 비료의 이동과 행방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와 식물에 의한 양물질 흡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비료 관리방안을 제시, 2) 식물체에 의한 토양

수의 이용, 3) 토양탄소의 공급물질의 동정과 식물체의 양분으로 이용되는 유기

물질의 기여도 평가, 4) 생물학적 질소고정의 측정 분야에 동위원소 추적자 기술

을 이용하고 있다.

IAEA의 토양과 물관리 및 작물 양 분과에서는 ‘토양과 물관리 및 작물양분

에 동위원소와 방사성 기술의 이용’과 관련된 상세한 실험적인 방법론을 제시하

고 있는데 본 매뉴얼은 1990년에 출판된 IAEA Training Course Series No. 2 

"Use of Nuclear Techniques in Studies of Soil-Plant Relationships”를 재구성

한 것이다. 1) 토양비옥도와 식물 양학　분야에서 동위원소 추적자기법의 응용

과 관련되어  동위원소가 표지된 비료성분이 식물에 의해 얼마나 흡수이행 되는

가의 회수율 평가, 토양에 잔존하고 있는 식물체 잔사 그리고 비료의 손실과 관

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안정동위원소 (
15
N)와 방사성동위원소 (

32
P, 

33
P)를 

식물 양 및 토양학의 분야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의 실험방법론을 제공하

고 있다. 추가적으로 soil-plant-animal-atmosphere system에서 탄소와 황의 순

환을 구명하기 위하여 방사능물질로 표지된 물질 (
14
C, 

35
S)을 대체하여 안정동위

원소인 (
13
C, 

34
S)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 

13
C 동위원소의 자연존재

비를 이용한 토양유기물의 순환과정 평가와 
15
N을 이용한 토양내에서 생물학적 

질소고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실험실, 유리온실과 시험포

장에서 동위원소 추적자 기법을 이용한 실험방법과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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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데이타의 통계처리 및 모델링 분야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IAEA의 Soils Newsletter (2004년 6월)에 소개되어 있는 FAO/IAEA의 국제

공동연구과제 내용을 이해할 경우 현재 동위원소를 이용한 환경모니터링과 농업

생태계의 응용분야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IAEA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농경지에서 양분의 

균형과 식물체로의 흡수이행 더 나아가 이들 농업화학물질들이 주변 생태계에 

끼치는 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동위원소 추적자 기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

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주요 연구내용은 1) 경운활동과 경운후 농업 잔사물 관리

와 작물 윤작, 토양유기물의 증가에 따른 자원이용 효율, 농업생산성과 환경의 

질에 대한 개별적이고 상호적인 효과의 정량화. 2) 탄소동위원소 식별법을 이용

하여 가뭄과 염분농도하에서 과 벼를 대상으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의 툴로 동위원소를 사용. 3) 토양침식을 측정하기 위한 
137
Cs, 

210
Pb, 

7
Be의 

조합이용에 초점을 두어 방사능 낙진 이용기법의 개발. 4) 곡물생산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  관행적이고 새로이 개발된 (직파재배, 무경운 재배) 경운시스템에

서 토양관리 기법을 개발하고 현존하는 물과 양물질 관리시스템을 변형하여 

검증. 5) 방사성 동위원소와 관련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산성토양에서 지속적인 작

물생산 시스템을 위한 관리방법의 개발. 6) 농경지에서 인산 이용효율 향상을 위

한 메카니즘 규명과 산성토양에서 적용가능한 작물 유전자형의 개발. 7) 동위원

소를 이용하여 보전농업생산을 위한 토양비옥도의 개발과 관련하여 수목의 활용

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위에 소개한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제와 별도로 최근 5년 사이에 완료된 연구

과제 내용을 추가적으로 고찰한 결과, 1) 토양내 인의 상태와 인의 식물양분 및 

작물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인산비료의 관리 프로그램 개발. 

2)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있어 질소비료의 흡수효율을 조사

하고,  
15
N을 이용하여 지하로의 질산태질소의 이동과 경로를 평가함과 아울러 

질소와 물의 수지를 평가하고, CERES-Wheat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하여  재

배시 질소비료의 효율과 관개수의 실질적인 관리기법을 개발. 3) 방사성 조사 여

부에 따른 슬러지내에 존재하는 병원성 유기물과 독성 유기화합물의 함량변화와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작물에 대한 다량 또는 미량 양물질의 이용도를 

포함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개발하여 하수 슬러지의 유용한 측면을 고찰한 다

음 슬러지로부터 유래되는 중금속오염물질의 토양과 작물에 대한 오염범위를 평

가. 4) 지속적인 농업생산과 환경보호를 위한 유기물질과 양물질의 순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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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에 있어 동위원소기법의 활용과 관련되어 있는데 동위원소 기법은 다양한 

농작물 잔사 관리 방안에 있어서 탄소와 질소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사용. 5) 지

속적인 농업생산과 환경보전을 위한 토양침식과 퇴적현상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

이드라인을 개발. 6) 현재 존재하고 있는 토양침식 모델 (USLE)을 검정하고 보

정하기 위해 
137
CS을 사용하여 토양침식과 퇴적을 정량화하고 토양보전 대책의 

수립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토양침식에 대한 토지이용 방법의 효율

성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IAEA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 이외에도 동위원소를 농업환경적

인 측면에서 응용하여 연구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있는데 먼저, 셀레늄 안정동

위원소를 이용하여 농업용 배수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제안 (Mitchell et al., 

2002), 황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친 황의 퇴적현상을 연구 (Zhao et 

al., 2003), 
119
Cd와 

65
Zn을 이용하여 토양온도와 유기물 조건에 따른 식물체로의 

흡수 이행량을 조사비교 (Almas and Singh, 2001), 탄소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하

여 표토층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지방산 분포 (Roger et al., 2003)를 조사한 결과

가 보고되어 있다. 또한 탄소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유기오염물질의 생물학적 

분해과정을 규명 (Conrad and Depaolo, 2004), 산소와 수소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토양의 Vadose 층에서 유동현상을 측정 (Depaolo et al., 2004)한 연구결과가 다

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동위원소 이용 연구는 수권 생태계 또는 

지구화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이고 농업적인 측면에서 즉, 토양학과 식

물 양학 분야에서는 안정동위원소인 
15
N을 이용하여 질소비료의 흡수효율과 토

양내에서의 행동을 추적하는데 널리 이용하고 있는 경향이다. 

그동안 
15
N 이용하여 토양에 시비한 퇴비와 화학비료에 존재하는 질소의 작물

체내로의 흡수이용 효율 (Ingrid and Thomsen, 2004; Bronson et al., 2000; 

Kristensen and Thorup-Kristensen, 2004; Halvorson, 2002; ), 시비된 화학비료

의 유출손실 (Gabriela et al., 2003; Ryan et al., 2003; Jason, 2002; Felix et al., 

2004), 탈질에 의한 질소손실 (Reinhard and David 2002; Inken and Rainer et 

al., 2003; Kelly, 2002),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질소고정 (Gabriela et al., 2003; 

Thorn and Mikita, 2000; Olivier and William, 2001; Byun et al., 2004; Purcell, 

2004), 질소원이 토양내부로 용탈되어 지하수에 향을 끼치는 향 (Decau et 

al., 2004; Nissen and Wander, 2003; Zvomuya et al., 2003),  시비된 질소원의 

토양권에서 균형 (Martin et al., 2004; Jeffrey et al., 2001; Alison et al., 2001; 

Jackson, 2000; Michael and Nancey, 2000; Horgan, 2002)과 관련되어 동위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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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자 기법을 적용하 다. 

이 밖에도 산림토양 (Maya et al., 2001; Pardo, 2001; Bundt et al., 2001, 

Koba et al., 1998)과 목초지를 (Gorissen and Cotrufo, 1999;  Mark et al., 2001; 

Matthew et al., 2004; Jenkinson, 2004; Ronald et al., 2002; Horgan et al., 2002; 

Engelsjord, 2004) 중심으로 중질소를 이용하여 질소의 행동을 조사한 연구도 보

고되어 있으며, 수중에서 질소원의 근원을 추적 (Spruill et al., 2002; 

Segal-Rozenhaimer, 2004) 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기도 한다.

질소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농경지에 시비된 화학비료, 축산분뇨, 생활하수

들이 하천의 질소 pool에 어느 정도의 향을 끼치는가를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지하수와 소하천에 존재하는 질산태질소의 오염원 추적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

었었다. Kreitler (1975)와 Kreitler et al. (1975)은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질산태

질소와 농경지 시비로부터 발생한 지하수내의 질산태질소를 분별하는 연구에 질

소 동위원소 질량비 분석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그 결과로서 

농경지로부터의 질산태질소의 질량비는 +2∼+8‰의 범위를 나타내고, 축산분뇨는 

+10∼+22 ‰의 범위 값을 나타낸다고 발표했다. Gormly and Spalding (1979)는 

Nebraska에 위치한 지하수 오염 연구에서 경작지와 축산분뇨로부터 발생한 질산

태질소는 동위원소 분석법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대상 지역에서의 지배적인 오염

원은 경작지 시비에 의한 것이란 결론을 냈다. 

4.2 국내 연구사례

동위원소를 이용한 수자원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기초과학연구원 동위원소팀에

서는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한 지하수 함양량 평가 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지하수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제주도에서 환경동

위원소 추적자를 이용하여 지하수 함양량을 평가하고 지하수의 순환특성 및 체

류시간을 과학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환경동위원소를 

이용한 지하수의 질산염과 농약 오염 및 연대 측정 연구’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는데 주요 연구내용은 지하수중에 존재하는 질산염에 대해 질소와 산소 

동위원소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국내에서 연구기반을 확대하는데 있다.

고려대학교 지구화학연구실 (윤성택 교수)에서는 질소동위원소 분석을 통하여 

지하수중에 존재하는 질산태질소의 오염경로를 추적하고 있으며, 국내 부존 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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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유동 특성 규명과 관련하여 수리지구화학 및 안정동위원소 자료의 적

용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 대학 및 연구소에서 동위

원소를 이용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지하수의 수질이나 암석의 연대 추정과 같

은 지구화학과 수문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노희명 교수 연구팀과 제주대학교 농업

생명과학대학 유장걸 교수 연구팀에서 동위원소의 농업적 이용측면과 관련된 일

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유장걸 교수 연구팀에서는 감귤나무에서 

동위원소를 표지한 중질소의 흡수효율과 식물체로의 전이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

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는 상태이다. 노희명 교수 연구팀에서는 주로 중질소 

(
15
N)과 질소동위원소 질량비를 이용하여 지하수 중 질산태질소의 오염원 추적과 

‘동위원소 지문’을 응용한 유기농산물 판별법을 개발하여 동위원소의 이용범위를 

확대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비료와 퇴비를 사용할 경우 

다르게 나타나는 질소의 안정동위원소 존재비를 이용, 유기농법 재배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는데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질소는 
14
N과 이보

다 무거운 중질소 
15
N 등 2가지 동위원소로 구성되며, 화학반응시 생성물에는 

14
N이, 반응 후 남은 물질에는 중질소

 15
N이 더 많이 남는 동위원소 분할현상이 

발생한다. 

노희명 교수는 이같은 현상에 착안하여 각각 화학비료와 퇴비를 사용해 재배

한 옥수수, 콩, 배추 등 9가지 농작물을 실험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화학비료 사

용시 농작물에 남는 δ
15
N은 공기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퇴비 사용

시에는 
14
N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농작물의 δ

15
N이 공기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

타났다. 옥수수의 경우 화학비료를 사용한 토양에서는 δ
15
N이 3.4‰로 나타난 데 

반해, 퇴비를 사용한 토양에서는 20.7‰로 큰 차이를 보 다. 

질소동위원소의 자연존재비 (δ
15
N)는 농업생태계에서 화학비료나 분뇨 유래 

질소의 행동연구 및 오염원 구명에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각 질소원이 생성기작

에 따라 특징적인 δ
15
N 값을 갖기 때문에 가능한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자연계에

서 
14
N의 반응속도가 

15
N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동위원소 분할효과 

(kinetic isotope fractionation)에 비해 반응물중 
15
N은 농축되고 그와 상응하게 

생성물의 δ
15
N은 반응물에 비해 낮아지는 현상은 δ

15
N 이용법의 가장 큰 제한점

이다. 따라서 농업생태계에서 관측되는 δ
15
N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

소원의 δ
15
N 뿐 아니라 동위원소 분할효과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15
N 연구분야에서는 농업생태계에 투입된 퇴비의 향을 δ

15
N 법을 이용하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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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연구가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최, 2002).

이 (1994)는 중질소 (
15
N)으로 표지된 요소비료를 대상으로 논토양 조건에서 

요소태질소와 암모니아태질소 및 질산태질소의 행동을 연구함으로써 논토양에 

시비되는 요소비료의 효율증대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초가 되는 정량적인 데이

터를 제공하 는데 포트재배시험에서 수도체의 질소중 시용한 요소로부터 유래

한 질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관행구에서 평균 64%, 배비구에서 평균 89%로서 배

비구가 높았으나 수도체에 의한 시용된 요소의 회수율은 관행구와 배비구가 각

각 65.5%와 54.2%로서 관행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용된 질소의 토양중 잔

류율은 수도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관행구 25.6%, 배비구 29.2%로서 비슷하 다. 

그러나 수도를 재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행구 78.5%, 배비구 58.3%로서 큰 차

이가 있었는데 이 차이의 대부분은 토심 0∼5cm 에서의 잔류율의 차이에 기인하

다.

김 (2001)은 요소와 돈분퇴비 시용에 따른 토양 및 작물체내 질소동위원소비

의 차이를 규명하고, 질소동위원소비를 가장 잘 반 하는 식물체 부위를 결정하

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 는데 그 결과, δ
15
N 값은 유기농법과 관행농법 간에 차

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옥수수를 대상으로 한 70일간의 

포트 및 경작지 재배시험 결과, 옥수수 생육기간 동안 돈분퇴비 처리구 토양의 δ

15
N 값은 요소처리구에 비하여 0.6∼1.5‰ 정도 높았으며, 옥수수의 δ

15
N값은 돈

분퇴비 처리구가 요소처리구에 비하여 2.1∼5.5‰ 정도 높아서 투입되는 질소원

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옥수수 부위별 δ
15
N 값은 돈분퇴비 처리구가 요소처

리구에 비하여 잎의 경우 2.4∼4.1‰, 알곡의 경우 1.3∼1.5‰ 높았지만, 줄기와 

뿌리의 경우는 돈분처리구와 요소처리구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결론적으로 토

양에 투입된 비료의 질소동위원소비는 시간적으로는 비료시용 초기, 작물체 부위

로는 잎에서 가장 잘 반 되었다.

홍 (2001)은 최적관리기법의 선정과 오염총량제 규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 위하여 하천의 유역출구에서 질산태질소의 시기별 기원과 각 오염원의 기

여도, 오염물질의 유입에 따른 질량비의 변동 경향을 질소 안정동위원소비 분석

을 통하여 추정하 는데 그 결과, 비점오염원이 많은 소유역은 δ
15
N값이 낮아 대

부분 화학비료에 의한 향을 받고, 점오염원이 많은 지역은 화학비료뿐만 아니

라 축산분뇨와 생활하수가 향을 끼치고 있었다. 시기별로는 강우시 농경지로부

터 유출이 발생하여 질산태질소 농도가 증가하고, 질량비는 감소하는 경향이었으

며, 평상시에는 질량비의 값이 각 지점 유역의 오염원 배출 특성과 상황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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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잘 반 해 주었다. 오염물질의 유입에 따른 질량비의 변화는 평상시의 경우, 

유역에서 점오염원 부하가 유입되어 질량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 고, 강우시에

는 경지 유출이 증가하여 질량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유역내에서 

오염원과 배출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적용된 질소의 안정동위원소 질량비 분석은 

농촌 하천유역의 질산태질소의 기원과 오염원이 기여도 추정에 적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2003)은 질소동위원소비 (δ
15
N)를 유기농산물을 판별하기 위한 도구로 이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실내의 포트실험을 통해 배추를 재배

하여 질소질비료의 종류 및 시비시기가 배추 및 토양의 질소동위원소비에 미치

는 향을 규명하 다. 시비한 질소는 퇴비 (δ
15
N = +16.4‰)와 요소 (δ

15
N = 

-0.7‰)를 사용하 다. 조사결과 생육기간 동안에 배추의 δ
15
N 값은 처리별로 차

이가 뚜렷하 고 각 값은 처리한 비료의 질소동위원소비를 반 하여 나타났다. 

퇴비를 시용하여 재배한 배추는 무처리구에 비해 δ
15
N 값이 뚜렷히 높았고 

(>+12‰), 요소를 시비한 배추의 δ
15
N 값은 무처리구에 비해 다소 낮았다. 퇴비

를 기비로 처리한 처리구에서, 요소를 추비로 처리하 을 때 배추의 δ
15
N 값은 

뚜렷이 감소하 고, 퇴비를 추비로 처리했을 때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요소

를 기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퇴비를 추비로 주었을 때 배추의 δ
15
N이 증가하 으

나 요소를 주었을 때 감소하 다. 질소동위원소비를 이용하여 유기농산물과 관행

농산물을 구분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생육기간 중에 시비한 질소질비

료의 행방을 예측하는데 이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정 (2001)은 점적관수 시스템에서 중질소 표지 요소를 관비와 표면시비로 투

입하여 토양중 무기태질소와 요소로부터 생성된 무기태질소의 분포를 비교하고 

이에 수반된 토양의 화학성 변화를 수행하 다. 질소동위원소비의 분석결과 관비

구의 경우 토입된 질소 가운데 89%가 토양에서 무기태질소로 회수되었으며, 표

면시비구의 경우 51%만이 토양에서 회수되었다. 이는 낮은 농도의 관비로 공급

된 요소가 습윤구역에 분포하여 가수분해, 질산화가 일어나는데 반해, 표면시비

는 고농도로 집적된 요소가 지표에서 가수분해되어 암모니아 휘산이 많이 일어

났기 때문이다. 관비로 공급된 요소에서 유래한 무기태질소의 60%가 0∼10cm 

깊이에 있었으며 깊어짐에 따라 농도가 점차 감소하 다. 반면 표면 시비된 요소

에서 유래한 무기태질소는 91%가 지표에 집중되어 10 cm 밑으로는 거의 발견되

지 않았다. 관비의 경우 요소에서 유래한 무기태질소의 99%가 질산태질소로 회

수된 반면 표면 시비된 요소에서 유래한 무기태질소는 38%가 암모늄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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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대부분 습윤구역 바깥쪽 표면에서 회수되었다. 수분이동이 적고 건습

이 반복되는 지표, 특히 습윤구역 외부에 투입된 요소의 경우 이동성이 적으며 

질산화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관비로 요소를 투입한 경우 점적기 부근의 pH가 

1.2단위 낮아진 반면 표면시비로 투입한 경우 pH의 순감소가 크지 않았다. 

최 (1998)는 지하수질에 향을 미치는 질산태질소의 오염원을 지하수질의 화

학성 및 질산태질소의 δ
15
N 분석을 통해 규명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경기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역, 축산

지역, 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그 결과 질산태질소의 농도는 

축산지역 지하수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음이온 가운데 nitrate의 비율도 가장 높

아서 축산분뇨에 의한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Urea, 

chemical ammonium sulfate, 축산폐수중 질산태질소의 δ
15
N값을 바탕으로 지하

수질 시료중 질산태질소의 오염원을 화학비료, 축산분뇨, 토양유기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지하수질 시료의 δ
15
N 값은 대부분 토지이용방식에 따른 오염원을 반

했지만 δ
15
N값과 함께 질산태질소의 농도, 이온조성, 질산태질소와 양이온간의 

상관관계 등의 종합적 고려에 의해서만 정확한 오염원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 (2002)는 화학비료와 축분퇴비가 투입되는 농업생태계에서 δ
15
N법을 이용

한 질소원 구명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료와 퇴비 시용에 따른 토양-작물-

지하수계 질소의 δ
15
N 차이를 조사하 다. 또한 질소원의 δ

15
N 과 동위원소 분할

효과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 화학비료, 퇴비 및 분뇨의 질소동위원소비를 조사하

고, 토양중 질산화 및 탈질반응에 수반되는 동위원소 분할효과에 대해 연구하

다. 화학비료, 분뇨폐수 및 축분퇴비의 δ
15
N 값은 각각 -3.9∼+0.5‰, +7.2∼

+11.8‰ 및 +10.0∼+20.9‰로 나타나서 질소동위원소 분할효과가 크지 않다면 농

업생태계에서 퇴비유래 질소와 화학비료 유래 질소의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었다. 탈질에 수반되는 동위원소 분할상수 (isotopic fractionation factor)는 

1.0196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일정시간 동안 반응에 참여한 
14
NO3

-
의 분자수가 

15
NO3

-
에 비해 1.96% 더 많음을 의미한다. δ

15
N을 이용하여 작물체에 투입된 질

소원의 종류 (화학비료, 퇴비)를 구분할 수 있음을 물론, 밭토양에 시용된 퇴비유

래 NO3
-
를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퇴비시용지역 지하수중 NO3

-
의 

δ
15
N은 +8.7∼+14.4‰, 퇴비와 요소가 혼합시용되는 지역은 +4.5∼+8.5‰, 농-축

산 복합지역의 경우 +1.0∼+17.7‰, 주거지역은 +1.4∼+20.2‰로 나타나서 오염원

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는 토양-작물-지하수계에서 화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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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및 퇴비 유래 질소를 구분하기 위한 δ
15
N법의 이용가능성을 제시해 주었으며 

비록, 다양하고 복잡한 기작을 통해 나타나는 질소동위원소 분할효과에 대해 범

위가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과도한 양의 화학비료나 퇴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

는 지역에서는 그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δ
15
N값을 직접적으

로 이용하는 것 보다는 질소의 농도와 δ
15
N의 상관관계를 적용함으로써 질소원

은 물론 질소의 형태변환과정에 대한 신뢰성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등 (2003)은 질소안정동위원소 자연존재비 측정을 통해 노지채소 재배토양

에서 침출되어 지하로 이동하는 질산태질소의 동태를 조사하 는데 토양침투수

는 화학비료, 가축분 퇴비 유래 질소농도의 향을 받았으며 일부 채소재배지대

에서는 축산유기물로부터 질소가 유래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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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국내 ․ 외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농업생태계의 건전한 유지를 위하여 선

결되어야 할 중요 과제중의 하나가 농업생태계에서 순환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이

동과 순환과정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 양물질)은 발생지점이 불특정

하고 광범위하여 제어가 어렵고, 기상조건에 큰 향을 받기 때문에 계량적인 관

리대책을 수립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생태계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으로 

최근에 등장한 분야가 환경동위원소를 이용한 추적자 기법 (environmental isotope 

tracer technique)이다. 동위원소 추적자 기법을 환경오염물질의 모니터링에 응용

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정확한 발생 기원을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오염물질이 생태계내에서 어떠한 메카니즘을 가지고 순환하는지에 대해 과학적

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원자

력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 환경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생태계 내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물질순환 메카니즘 구명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현재 이들 국가에

서는 그동안 축적된 환경동위원소 자료를 이용하여 생태계 내에서 환경오염물질

의 순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

다. 산소, 수소, 탄소, 황, 질소, 붕소 등 안정동위원소 (stable isotope)와 삼중수

소, 탄소-14 등 방사성동위원소 (radioisotope) 자료를 이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의 

기원 뿐 아니라 지하수의 수리․수문환경을 규명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생태계 내에서 환경오염물질의 순환과 관련된 동위원소 추적자 기법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수준은 이제 개념정립 단계에서 현장 응용분야로 전환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지구화학 분야와 수리․수문학 분야에 환경동위원

소를 이용한 추적기술이 시도되고 있지만 농업생태계 내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모

니터링과 행동을 연구한 보고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IAEA/FAO의 최근 연구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에서의 환경동위원소 이용연구는 매우 다양하며 

그 응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질소동위원소비를 

이용한 농업비점오염원 인자의 오염경로 추적, 농경지에서 양물질인 질소와 인

산의 토양반응과 작물흡수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정동위원소 (
15
N)과 방



- 45 -

사성동위원소(
32
P)를 이용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

서는 매우 제한된 연구자들에 의해 일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추후 다양한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환경관리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게 될 것이며, 생태계의 보전 방안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를 대비하여, 환경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정 한 생

태계의 현장 모니터링과 실시간 자료를 종합관리하고, 농업분야에 동위원소 추적

자 기술을 활발하게 응용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의 최적관리 방안을 사전에 평가

할 수 있는 종합적 환경관리정보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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