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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of the salinity of agricultural soil and water is necessary for sustainable food production in salt- 

affected reclaimed tidelands (RTLs). Soil salinity has been extensively monitored;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water salinity. In this study, agricultural water salinity of five RTLs located in the south-

western coastal area of South Korea was monitored. A total of 215 water samples were collected from estuary 

lakes and inland streams in Bojeon (BJ), Goheung (GH), Gunnae (GN), Samsan (SS), and Youngsangang 

(YSG) RTLs in 2018, 2020, and 2022. Water samples were analyzed for electrical conductivity (ECw) and 

sodium adsorption ratio (SAR) to estimate the suitability of water salinity for agricultural uses based on the 

FAO guidelines. The ECw (average: 1.6 - 3.6 dS m-1) and SAR (5 - 8) were highly variable being dependent on 

RTL locations, water type (lake and stream), and sampling year and month. For rice cultivation, ECw of BJ, 

SS, and YSG RTLs was lower than the threshold ECw (2 dS m-1) for rice growth; whereas ECw of GN (2.1 ± 1.0 

dS m-1) and GH (3.6 ± 1.2 dS m-1) RTLs were higher than the threshold ECw. For upland crops cultivation, both 

ECw and SAR of five RTLs were much higher than the FAO threshold values (ECw < 0.7 dS m-1 and SAR < 3). 

Therefore, our results suggest that agricultural water salinity of the study RTLs is not suitable for cultivation 

of upland crop. Therefore, long-term monitoring of water salinity as well as developments of advanced 

irrigation-drainage are necessary for diversification of agricultural uses of RT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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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of ECw and SAR of lake and inland stream of five RTLs. On the right side of the panels, FAO guideline for the degree of 

restriction on the use for irrigation water is dep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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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우리나라 간척지 면적은 약 186,639 ha로 추산되는데, 이는 전체 농경지 면적의 20%에 해당한다 (Jeong et al., 

2020). 간척지는 해안가에 위치하여 염농도가 높고, 대부분 저지대에 위치하여 지하수위도 높아 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있다 (Lim et al., 2020). 따라서, 습해 우려가 없고, 재배기간 동안 주기적인 관개로 일시적 제염이 용이한 벼 (Oryza 

sativa L.)를 주로 재배하고 있다 (Park et al., 2022). 하지만, 최근 쌀 소비량 감소 등에 의해 간척지 밭 작물 재배 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어, 간척지 토양에서 사료작물 (Jang et al., 2020; Bae et al., 2021; Yun et al., 2021), 서류 (Lee et al., 

2021a), 곡류 (Lee et al., 2021b; Oh et al., 2022) 등 다양한 작물 재배를 위해 토양 염농도 관리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Jeong et al., 2020; Seo et al., 2022).

이와 같이 현재의 간척지 작물 재배 연구는 대부분 토양 염농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간척지 토양에서 벼를 

포함한 다양한 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토양 염농도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염농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도 필요하다 

(Jeong et al., 2020). 벼의 경우에도 간척지에서 생육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벼는 내염성 작물이 아니기 때문

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염농도 조건에서는 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im et al., 2020; Park et al., 2022). 예

를 들면, 염류 토양에서 포화 침출액 토양 염농도 (ECe)가 3.0 dS m-1에서 벼 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6 - 7 dS m-1에

서는 수량이 50% 감소한다 (Maas and Hoffman, 1977). 또한, 염류나트륨성 토양에서는 벼의 내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Rashed et al. (2003)에 의하면 벼 수량은 ECe 6 dS m-1 이하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20 

dS m-1에서 수량이 50% 감소한다. 벼를 제외한 다양한 사료 및 곡류 작물 역시 ECe 1.8 - 8.0 dS m-1 이상에서는 수량

이 감소한다 (Abrol et al., 1988).

따라서, 이와 같은 벼의 토양 염농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서도 관개용수의 염농도 (ECw)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

하다. 벼의 경우 ECw가 2 dS m-1 이상에서 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7.6 dS m-1 이상에서는 수량을 기대하기 어렵다 

(Maas and Hoffman, 1977). 또한, 밭 작물에 대한 FAO 농업용수 수질 기준에 의하면, ECw 0.7 - 3.0 dS m-1에서는 관

개용수 사용에 대한 일부 제한이 필요하며 3.0 dS m-1 이상에서는 관개용수 사용을 심각하게 제한해야한다 (Ayers and 

Westcot, 1985).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간척농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토양 염농도 중심으로 수행되어, 

간척지구의 농업용수 염농도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서남해안 간척지구의 농업용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8 - 2022년 기간 동안 서남해안에 위치한 5개 

국가 간척지의 담수호와 내부 하천 수질 시료의 ECw와 나트륨 흡착비 (SAR)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ECw를 벼와 밭 작

물 관개용수 기준과 비교하여 각 간척지구 농업용수의 관개용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조사대상 간척지 개요 조사 대상 국가 간척지는 서남해안에 위치한 고흥, 군내, 보전, 삼산, 영산강지구이다 

(Table 1). 해당 간척지는 198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걸쳐서 조성되었으며, 매립면적은 최소 298 ha (보전지구)

에서 최대 20,249 ha (영산강지구)이다. 2018 - 2021년에 조사된 각 지구별 농경지 토양의 ECe는 고흥지구 10.4 ± 0.8 

dS m-1, 군내지구 8.3 ± 0.5 dS m-1, 보전지구 7.9 ± 1.4 dS m-1, 삼산지구 14.9 ± 6.1 dS m-1, 영산강지구 9.0 ± 0.8 dS 

m-1였다 (Park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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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ails of reclaimed tideland (RTL) study sites and water sampling points.

RTL Construction period Reclaimed area (ha)
Number of water sampling points 

Lake Inland stream

Bojeon (BJ) ’87 - ’96 298 1 1

Goheung (GH) ’91 - ’05 3,100 2 1

Gunnae (GN) ’90 - ’05 1,381 1 1

Samsan (SS) ’97 - ’05 420 1 1

Youngsangang (YSG) ’85 - ’03 20,249 4 5

수질 시료 채취 및 분석 조사 대상 간척지구에서 기본적으로 호수 1개소의 수질 시료를 채취하였고, 호수 면적

이 넓은 지구는 2개소 이상 시료를 채취하였다 (Table 1). 또한, 호수에서 농경지로 용수가 공급되는 내부 하천이 있을 

경우 수질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였다. 수질 시료는 영농기 전 (3월), 영농기 (6월), 장마 후 (8월), 수확기 (10월)에 걸쳐 

4회 채취하였다. 전체 시료수는 215점이었다.

채취한 수질 시료의 ECw는 전기전도도계 (Orion 3 STAR, Thermo Fisher Scientific, Korea)로 측정하였고, 양이

온 (Na+, Ca2+, Mg2+)은 ICP-MS (NexION 300X, PerkinElmer, MA, USA)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양이온 농도를 이

용하여 SAR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SAR = [Na+] / [([Ca2+]+[Mg2+]) / 2]1/2 (Eq. 1)

여기서, 각 이온의 농도 단위는 mmolc L
-1이다.

통계분석 간척지구별 용수원 (호수와 내부하천) ECw와 SAR의 연차별 및 월별 변화의 통계적 유의성은 분산분

석 (ANOVA)으로 검증하였다.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확률 95% 수준에서 검

토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ECw와 SAR의 간척지구별 계절적 ‧ 연차별 변화 간척지구별 호수와 내부하천의 ECw와 SAR은 경시적으로 

큰 폭으로 변했는데 (Fig. 1), 간척지구와 용수원은 물론 시료 채취 연도와 각 연도별 월, 그리고 이들 네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Table 2). 이와 같은 상호 작용이 매우 복잡하여 개별 간척지구의 호수와 내부하천 

ECw와 SAR에는 일관된 변화 경향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이는 농업용수의 ECw와 SAR은 기존 염분은 물론 강우와 

기저유출 유입수에 의한 희석, 농경지 제염에 따른 회귀수 유입과 증발에 의한 염농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

향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Seong, 2014).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 중, 강우량에 따른 간척지구 호수의 염농도 변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강우량이 증가하면 희석에 의해 염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Lee et al., 2010; Seong, 2014). 

본 연구 기간 중 연 강우량이 2018년과 2020년 1,300 - 1,700 mm에서 2022년 900 mm 이하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동 

기간동안 삼산 지구 호수만 2022년에 ECw와 SAR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Fig. 1).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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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염농도 관계는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간척지구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간척지구 농업

용수 염농도의 경시적 변화 원인 해석을 위해서는 현장 모니터링과 수문 모델링을 결합한 장기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Temporal changes in (a) electrical conductivity (ECw) and (b) sodium adsorption ratio (SAR) of lake and inland 

stream of five reclaimed tidelands. Values are the means of multiple sampling points, and error bars were too small to 

be depicted. On the x-axis, ‘M’, ‘J’, ‘A’, and ‘O’ refer to ‘March’, ‘June’, ‘August’, and ‘October’, respectively.

Table 2. Analysis of variance of electrical conductivity (ECw) and sodium adsorption ratio (SAR) of agricultural water in 

five reclaimed tidelands (RTLs) as affected by RTLs, water sources (lake vs. inland stream), and sampling year and month.

Factors
ECw SAR

F P F P

RTL (R) 87.4 <0.001 24.5 <0.001

Water source (W) 37.4 <0.001 18.0 <0.001

Year (Y) 75.4 <0.001 22.8 <0.001

Month (M) 11.3 <0.001 8.3 <0.001

R × W 14.3 <0.001 5.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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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variance of electrical conductivity (ECw) and sodium adsorption ratio (SAR) of agricultural water in 

five reclaimed tidelands (RTLs) as affected by RTLs, water sources (lake vs. inland stream), and sampling year and month.

(Continued)

Factors
ECw SAR

F P F P

R × Y 16.3 <0.001 8.4 <0.001

R × M 11.6 <0.001 5.5 <0.001

W × Y 11.6 <0.001 6.9 0.002

W × M 2.2 0.089 2.8 0.043

Y × M 8.4 <0.001 8.0 <0.001

R × W × Y 8.2 <0.001 4.2 <0.001

R × W × M 2.3 0.011 2.2 0.017

R × Y × M 6.6 <0.001 3.7 <0.001

W × Y × M 5.6 <0.001 3.5 <0.001

R × W × Y × M 1.4 0.112 1.2 0.258

간척지구별 ECw와 SAR 분포 간척지구별 호수와 내부하천을 모두 포함하는 평균 ECw는 고흥지구 3.6 ± 1.2 

dS m-1, 군내지구 2.1 ± 1.0 dS m-1, 보전지구 1.9 ± 1.1 dS m-1, 삼산지구 2.0 ± 1.9 dS m-1, 영산강지구 1.6 ± 0.7 dS m-1

였다 (Fig. 2a). 간척지구별 ECw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 < 0.001), 고흥지구가 다른 4개 지구에 비해 유

의하게 높았다. 신규 조성된 간척지의 경우 바닷물의 영향으로 호수 등의 염농도가 높을 수 있으며 간척지 조성 후 시

간이 경과됨에 따라 호수의 ECw가 낮아질 수 있다 (Lee et al., 2014). 하지만,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간척지 중 보전지구 

(1996년 조성 완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간척지는 모두 유사한 시기 (2004 - 2005년)에 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바

닷물의 영향 정도 차이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별 강우량 차이에 의한 염 희석, 간척 농경지로부터의 염

분 유입, 해수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간척지구별 호수의 ECw가 상이한 것으

로 판단된다 (Lee et al., 2014; Seong, 2014). 또한, 방조제 누수로 인한 해수 및 염분 유입 등 구조적인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Jung et al., 2009).

Maas and Hoffman (1977)이 제시한 벼 관개용수 적정 ECw 기준 (2 dS m-1)과 비교하면 보전지구, 삼산지구, 영산

강지구는 문제가 없으나, 군내지구는 기준보다 다소 높았으며, 고흥지구는 관개용수 염농도에 의해 벼 수량 감소가 

우려되는 수준이었다. 예를 들면, Maas (1984)에 의하면 관개용수 ECw가 3.4 dS m-1에서 벼 수량이 25% 감소한다. 

한편, FAO의 밭 관개용수 기준에 의하면 ECw가 0.7 dS m-1 이하일 때는 사용에 제한이 없으나, 0.7 - 3.0 dS m-1에서

는 약간-중간 정도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며, 3.0 dS m-1 이상에서는 극단적인 사용 제한이 요구된다 (Ayers and 

Westcot, 1985). 이 기준에 의하면, 조사 대상 간척지 농업용수 ECw가 모두 0.7 dS m-1 이상으로 일정 정도의 사용 제

한이 필요하며, 특히 고흥지구는 사용 제한이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SAR은 고흥지구 8.1 ± 2.8, 군내지구 5.7 ± 1.9, 보전지구 4.6 ± 1.8, 삼산지구 5.1 ± 4.2, 영산강지구 5.4 ± 2.1로 

ECw와 유사하게 고흥지구의 SAR이 가장 높았다 (Fig. 2b). 이는 ECw와 SAR의 정 (+)의 상관관계에서도 확인된다 

(Fig. 3). FAO의 밭 관개용수 기준에 의하면 SAR이 3 이하일 때는 사용에 제한이 없으나, 3 - 9에서는 약간-중간 정도

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며, 9 이상에서는 극단적인 사용 제한이 요구된다 (Ayers and Westcot, 1985). 이 기준에 의하면, 

조사대상 5개 간척지구 모두 밭 관개용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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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w와 SAR 결과를 종합하면 5개 간척지구 중에서 고흥지구의 농업용수 여건이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척농지 타작물 재배 또는 간척농지 타용도 활용을 위해 토양 염농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Jeong et al. 

(2020)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간척지구의 농업용수 염농도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고흥지구 농경지 토양의 평균 ECe는 10.4 ± 0.8 dS m-1로 군내지구 (8.3 ± 0.5 dS m-1)와 보전지구 (7.9 ± 1.4 

dS m-1), 영산강지구 (9.0 ± 0.8 dS m-1) 보다는 높지만, 삼산지구 (14.9 ± 6.1 dS m-1) 보다는 낮기 때문에 (Park et al., 

2022), 토양 염농도만을 고려할 경우 삼산지구보다 고흥지구의 영농조건이 더 양호한 것으로 오판될 가능성이 있다.

Fig. 2. Box plots of the distribution of (a) electrical conductivity (ECw) and (b) sodium adsorption ratio (SAR) of lake and 

inland stream of five reclaimed tidelands (RTLs). Details of RTLs are described in Table 1. Boxes represent interquartile 

ranges (IQRs) and horizontal lines and x marks within boxes indicate median and average values, respectively, and the 

upper and lower whiskers indicate 75 percentile plus 1.5 IQR and 25 percentile minus 1.5 IQR, respectively. Different 

lower-case letters above the bars indicate that the value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at α = 0.05. FAO guideline for the 

degree of restriction on the use for irrigation water is depicted on the right side of the panels.

Fig. 3. Relationship between electrical conductivity (ECw) and sodium adsorption ratio (SAR) of water collected from 

lake and inland stream of five reclaimed tidelands (RTLs). Details of RTLs are described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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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간척지의 안정적인 쌀 생산과 재배 작물 다각화를 위해서는 토양의 염농도는 물론 농업용수 염농도 모니터링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 서남해안에 위치한 5개 국가간척지구내 농업용수원 (호수와 내부하천)의 ECw와 SAR을 조사한 

결과, ECw (평균: 1.6 - 3.6 dS m-1)와 SAR (5 - 8)은 간척지구와 농업용수원은 물론 시료 채취 연도와 월 그리고 이들 요

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크게 변했다. 각 간척지구별 농업용수원 (호수와 내부하천)의 ECw를 비교 분석한 결과, 보전지

구, 삼산지구, 영산강지구는 벼 관개용수 기준 (2 dS m-1) 이하였으나, 군내지구 (2.1 ± 1.0 dS m-1)는 기준보다 다소 높

았으며, 고흥지구 (3.6 ± 1.2 dS m-1)는 기준을 크게 상회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 5개 간척지구 모두 FAO 밭 관개용수 

ECw 기준 (<0.7 dS m-1)과 SAR 기준 (<3)을 초과하여 밭 작물 도입을 위해서는 관개용수 공급에 주의가 요구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간척지 밭 작물 도입을 위해서는 토양 염농도는 물론 농업용수 염농도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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