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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ogen balance  in  the regional scale which was calculated  the difference between nitrogen  input and
output was estimated to assess the impact of rice cultivation on water environment. Nitrogen balances in
Gyeonggi province, where nitrogen concentration in irrigation water was high and in Chungnam province,
where nitrogen absorbtion by rice was high, were -5.4 and -8.3 kg ha-1 yr-1, respectively. Nitrogen balances
of paddy field in Gangwon province, where nitrogen output was small and irrigation water was clean, and
in Gyeongnam province, where organic matter content of soil was high and rice yield was low, were 4.9 and
14.0 kg ha-1 yr-1, respectively. Average nitrogen balance and  total nitrogen absorption of paddy  field  in
Korea were estimated to -0.3 kg ha-1 yr-1 and -3,315 Mg yr-1, respectively. When the nitrogen concentration
in irrigation water was increased by 1 mg L-1, nitrogen balance of rice paddy changed by -2.91 kg ha-1 yr-1.
Also, when nitrogen  fertilizer applied was decreased  from 110  to 90 kg ha-1 and  the same harvest was
maintained,  the nitrogen absorption by rice paddy  from  irrigation water was estimated  to  increase by
10,600 Mg per year in Korea. However, in cases, the harvest was reduced to either 90% or 85%, nitrogen
balances were changed  from  -11.7  to  -2.3 and 2.4 kg ha-1,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eduction of nitrogen  fertilizer use may not always  lead  to a negative nitrogen balance and sustainable
agriculture can achieve by not cutting down  the use of  fertilizer only but by reduction of  fertilizer
application concurrently by maintenance of harvest and by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uch as nutrient contents in irrigation water and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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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관개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유출되는 벼농사는 주변

의 수질환경에 커다란 향을 미칠 수 있다. 벼를 재

배하기 위해서는 질소, 인 등의 양성분이 다량 필요

하며, 토양이나 관개수 등 자연에 의한 공급량만으로

는 적정량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없어 그 부족분을

비료로서 투입한다. 이때 과량의 비료를 투입하면 작

물이 흡수하고 남는 잔여분이 토양에 집적되거나 관

개수를 따라 이동하여 주변 하천수의 오염원으로 작

용할 수 있다(Ichiki and Yamada, 1999; Choi et al.,

2000). 하지만, 논은 일정량의 물을 지속적으로 담수

하는 인공습지로서 각종 조류나 미생물에 의해 관개

수 중의 질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으며, 관개수 중에

함유된 양물질을 벼가 활용함으로서 비료의 사용량

을 줄여 주변의 수질을 정화하는 역할도 있다(Kim,

et al., 2001).

논에서 양분 유입량과 유출량은 토양의 물리적 특성

및 유기물 함량, 관개수 수질 등의 환경조건과 시비량,

수확량 등의 재배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며(Coale et al.,

1994; Yoon et al., 2003; Tabuchi et al., 1991; Takeda

et al., 1991), 환경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농관리방법

을 적용하면 벼농사는 식량생산과 더불어 인근의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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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화하는 공익적 기능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장 중요한 양물질인 질소성

분을 기준으로 벼농사의 수질정화기능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역단위의 토양 및 수질환경과

재배방법의 변화가 수질환경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재료 및 방법

질소수지 평가방법 벼농사가 수질에 미치는 향

을 논으로의 질소 유입량과 유출량 차이인 질소수지로

서 평가하 다. 질소 유입량은 비료 시용량, 강우 및

관개에 의한 수계 공급량, 토양질소의 무기화량, 그리

고 조류나 질소고정균에 의한 질소 고정량을 합하여

추정하 으며, 질소 유출량은 배출수나 지하침투수를

통한 수계유출량, 암모니아 휘산과 탈질에 의한 대기

중으로의 손실량, 무기질소의 유기화에 의한 토양 잔

류량, 작물에 의한 흡수량을 합한 값으로 추정하 다

요인별 질소의 유입 및 유출량 계산은 Roh 등

(2005)의 벼농사의 환경 향평가 방법을 활용하 다.

관개수 사용량은 우리나라 논토양을 토양통을 기준으

로 관개수의 지하침투속도를 사질·사양질 10 mm

day-1, 미사사양질 5 mm day-1, 식양질·미사식양질 3

mm day-1, 식질 2 mm day-1 의 4개 그룹으로 분류하

으며(Roh et al., 2005; Lim and Oho, 1970; Shin

et al., 1971), 증발산량 (600 mm yr-1) 및 강우 이용

량 (450 mm yr-1), 그리고 벼 재배 기간 중 연간 담

수일수를 100일로 하여 계산하 다.

질소수지 결정요인 및 요인별 적용값 논에서 질소

수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들인 강우 중 총 질소

농도(Lee et al., 1983; Goh, 1984; Lee et al., 1999)는

1.58 mg L-1, 토양질소 무기화율은 연간 2.5%, 부식 중

C/N 비율(Oho and Ryu, 1972; Roh and Ha, 1999;

Lee et al., 1983)은 11, 대기질소 고정량(Tisdale et al.,

1985; Kiyoichi, 1981; Takei and Uehara, 1973; Shoji

et al., 1971)은 30 kg ha-1 yr-1, 암모니아 휘산(15%)을

포함한 투입질소의 탈질량(Kiyoich, 1981; Wada,

1973; Koyama et al., 1977; Kolenbrander, 1981)은 무

기질소 유입량의 23%를 적용하 다. 벼의 질소 흡수

량은 쌀 수량을 활용하여 도정률 (0.75), 수확지수

(0.45), 볏짚의 N 함량 (0.5%) 및 정조의 N 함량

(1.0%)을 각각 적용하여 추정하 다.

지역단위에서 벼농사가 수질환경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역별 논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국

립농업과학원의 농업환경변동조사 사업보고서(RDA,

1999), 단위면적당 백미 수량은 국립식량과학원 벼맥

류부의 전국 쌀수량 자료를 참고하 으며, 지역별 관

개수 중의 질소함량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4년

간 환경부의 하천수와 호소수의 수질측정망 자료 중

총 질소 함량(NIER, 2003; NIER, 2004; NIER, 2005;

NIER, 2006)의 평균값을 적용하 다.

결과 및 고찰

우리나라의 벼농사가 수질환경에 미치는 향 평가

벼농사가 수질환경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벼 재배면적, 관개수 중의 질소함량, 토양 중의 유

기물함량, 벼 수확량 및 논의 지하수 침투속도가 필요

하다. 우리나라 전체 벼 재배 면적은 942,223 ha로

(KNSO, 2008) 지역별로는 충청남도, 전라남도와 전

Fig. 1. The rice cultivation area of each province in Korea.
Fig. 2. Distribution of average nitrogen concentrations of
irrigation water at each province in 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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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북도가 많았다(Fig. 1).

관개수 중의 질소함량은 환경부의 하천수와 호소수

의 수질측정망 자료의 전국 평균값이 3.42 mg L-1이

었으며, 이는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업환경변동조사사

업보고서(RDA, 2003)의 전국 도별 소수계 하천수질

의 질소함량 3.0 mg L-1와 비슷하 다. 지역별로는 대

도시가 접한 경기도가 5.76 mg L-1로 가장 높았으

며, 강원도는 2.48 mg L-1로 가장 낮아 강원도의 관개

수 수질이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Fig. 2).

벼 재배에서 중요한 질소 공급원 중의 하나인 토양

에 의한 질소 공급은 주로 토양유기물의 무기화과정

을 통해 이루어진다. 토양에 의해 공급되는 질소량은

토성, 기후, 물 관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토양

부식중의 질소가 무기태질소로 전환되는 비율과 부식

중의 C/N 비율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연간 토

양 중 총 유기질소의 1∼4%가 무기태로 전환되는 것

으로 알려져(Lee et al., 2001; Lee et al., 2003; Yoon,

1999)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토양 유기질소 무기화비

율은 1∼4%의 중간 값인 2.5%, 토양유기물의 C/N

비율은 11 을 적용하여 토양에 의한 질소공급량을 추

정하 으며, 토양 유기물 함량 10 g kg-1 당 연간 15.8

kg ha-1의 무기태 질소를 토양에 공급하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농촌진흥청의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법(NIAST,

1999a)중 유기물함량에 의한 일반논의 질소시비량 계

산식에서 유효규산 함량을 고정시킬 경우 토양 유기

물함량 1% 증가시 질소비료 저감량은 15.2 kg ha-1으

로, 본 논문에서 평가한 토양 유기물함량에 의한 질소

공급량과 거의 일치하 다. 우리나라 논토양의 유기

물 함량은 Fig. 3과 같이 경상남도에서 높았으며, 이

와 반대로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NIAST, 1999b; NAAS, 2008).

쌀(백미) 수확량이 5,000 kg ha-1인 경우 도정률

(0.75), 수확지수 (0.45), 볏짚의 N 함량 (0.5%) 및 정

조의 N 함량 (1.0%)을 활용해 추정한 벼의 질소흡수

량은 짚과 알곡부문을 포함해 107 kg ha-1으로 많아

쌀 수확량은 질소수지 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함을 알 수 있었다. Fig. 4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단

위면적당 쌀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역별로 충

청남도가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강원도와 경상남도가

가장 낮았다.

벼농사는 담수상태에서 벼를 재배하기 때문에 다른

작물에 비해 많은 관개용수를 필요로 한다. Fig. 5는

지역별 지하수 침투속도를 나타낸 것으로 토양 특성

에 따라 4개 그룹(사질·사양질, 미사사양질, 식양

질·미사식양질, 식질)으로 분류한 토양통의 분포면

적과 그룹별 침투속도를 가중평균하여 추정하 으며

(Roh et al., 2005; Oho and Ryu, 1972; Roh and Ha,

1999), 지역별로 강원도가 가장 크고, 경상남도가 가

장 낮았다.

Fig. 6은 지역별 환경요인을 종합하여 질소수지로

평가한 지역별 벼논의 잠재 질소유출량을 나타내고

있다. 관개수 중의 질소함량이 높아 관개수에 의한 질

소유입량이 많은 도시근교의 경기도와 토양 중 유기

물함량이 높아 토양에 의한 질소공급량이 많고 벼 생

산량이 낮아 작물에 의한 흡수량이 적은 경상남도는

잠재유출량이 많았다. 이와 반대로 벼에 의한 질소의

흡수량이 큰 충청남도는 잠재유출량이 상대적으로 적

었다.

Hidaka(1995)는 관개기간 동안 논의 질소 제거량은

Fig. 3. Distribution of average organic matter contents in
paddy soil at each province in Korea. Fig. 4.  Regional rice yields at coun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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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kg ha-1이며 관개수 중의 질소농도가 1.2 mg L-1

이상인 경우 벼농사의 수질정화효과가 있다고 하

다. 또한, Toriyama(1996)는 수질이 깨끗한 관개용수

를 사용하는 지역에서의 벼 재배는 질소 배출형이 되

기 쉬우며 용수와 배수의 수질을 비교한 다수의 연구

결과로 볼 때 벼농사에서 질소 정화기능을 발휘하는

경우는 관개수 중의 질소농도가 2 mg L-1 이상인 지

역이라고 하 다.

지역별 벼농사의 수질 향평가에서 잠재유출량은

많지만 관개수 중의 질소함량이 높아 관개수에 의한

유입량이 많은 경기도와 작물에 의한 질소 흡수량이

많은 충청남도는 질소수지가 각각 -5.4와 -8.3 kg ha-1

yr-1로 논으로부터의 질소 유출량보다 논으로의 유입

량이 많아 이 지역에서의 벼농사는 주변 수계로부터

질소를 흡수하여 농업에 활용하는 수질정화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반대로 유출량은 적었

지만 관개수 수질이 깨끗해 상대적으로 유입량이 적

은 강원도와 토양 유기물함량이 높고 수확량이 적어

작물에 의한 흡수량이 적은 경상남도는 각각 4.9와

14.0 kg ha-1 yr-1로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오히려 많아

질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Fig. 7).

그러나, 이는 시비량을 110 kg ha-1 고정시키고 평가

한 결과로서 실제로는 시비량과 물관리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비량을 110 kg ha-1로 하여 지역별 토양특성에 따른

관개수 사용량과 토양질소 공급량, 그리고 벼 수확량

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한 우리나라 벼농사의 질소수

지는 -0.3 kg ha-1 yr-1으로 전국적으로는 3,315 Mg의

주변 수계의 질소를 정화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평

가되었다. 하지만 벼농사가 수질환경에 미치는 향

은 관개수 수질, 토양물리 및 화학성 등의 자연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

을 최대로 활용하는 농기술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개수 농도에 따른 수질 향 평가 농업용수 사

용량이 많은 벼농사는 관개수 유입과 유출이 지속적

으로 일어나 주변 수질의 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향을 준다. 시비량이 110 kg ha-1로 동일하다

는 조건 하에 우리나라 관개수 중의 질소함량이 평균

1 mg L-1 증가할 경우 벼농사는 2.9 kg ha-1 yr-1의 수

질 개선효과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벼논의 질소 흡

수량이 연간 2,616 Mg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

Fig. 6. Regional nitrogen outflow from rice paddy in Korea.

Fig. 7. Regional nitrogen balance of rice paddy in Korea.

Fig. 5. Regional characteristics of water infiltration rate in
paddy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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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관개수 중의 질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질

소의 유출량보다 유입량이 많아져서 Fig. 8과 같이 벼

농사가 수질정화 역할을 하는 지역의 면적도 늘어나

며 따라서 농업용수의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

시인근 지역이 관개수가 깨끗한 지역보다 벼농사에

의한 수질정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시비량과 수확량에 따른 수질 향 평가 벼농사에

서 질소수지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비량

과 식물체에 의한 흡수량이다. 벼 재배 시 연간 작물

에 의해 흡수되는 질소량은 대략 100 kg ha-1 정도로

비료로 공급되는 질소량과 비슷한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벼의 수확량은 식물체가 흡수하는

질소량과 벼농사의 질소수지 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농업에 의한 환경부하 경감 측면에서 대

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벼농사에 의한 환경오염

저감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시비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표준 질소시비량을 110

kg ha-1에서 90 kg ha-1로 변경하 다.

Figure 9는 동일한 수확량 조건에서 시비량을 110

kg ha-1에서 90 kg ha-1으로 20 kg ha-1을 줄일 경우

지역별 벼논에서 질소수지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110

kg ha-1로 시비할 때보다 벼농사의 질소정화 기능은

전국적으로 10,600 Mg이 증가하고 수질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도 확대됨을 알 수 있었다.

Table 1은 질소시비량과 벼 수확량의 변할경우 벼

농사가 수질에 미치는 향을 추정하여 나타낸 것이

다. 쌀 수확량 5,000 kg ha-1을 100%로 가정할 경우

Fig. 8. Changes of regional nitrogen balance at paddy field by increment of 1 mg L-1 nitrogen in irrigation water.

Fig. 9. Changes of nitrogen balance by reduction of fertilizer application at paddy field in Korea.

N : 110 kg ha-1

Yield : 5,000 kg ha-1

N : 110 kg ha-1

Yield : 5,000 kg h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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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시비량이 110 kg ha-1, 수확량이 100%인 경우

우리나라 벼 재배 논에서의 질소수지는 -0.3 kg ha-1

이었다. 하지만 질소시비량을 90 kg ha-1으로 줄이고

수확량도 100%에서 90%와 85%로 줄이면 질소수지

는 각각 -11.7 kg ha-1, -2.3 kg ha-1 및 2.4 kg ha-1으

로 평가되어 시비량을 줄이면서 수확량도 적어지면

질수수지의 개선효과가 떨어지게 되며, 수량이 85%가

되면 질소수지에 의한 수질 향은 110 kg ha-1을 시

비할 때보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들로 볼 때 현재 친환경농업 달성을 위

해 시비량을 줄이면 이에 따라 수확량도 줄어들 것이

라는 전제의 농방법으로서는 벼농사에 의한 수질오

염 방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시비량은 줄

이되 토양과 관개수 중의 양물질 자연환경의 특성

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최고의 수확량을 유지하는

것이 벼농사의 주변 수계에 대한 오염물질 발생을 줄

이고 수질정화 기능을 증대시키는 가장 좋은 친환경

농업이라고 판단된다.

적 요

벼농사가 수질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별 논의 질소수지를 평가하 다. 질소의 유입량

은 비료 시용량, 강우 및 관개에 의한 수계공급량, 토

양질소의 무기화량 및 질소 고정량 등을 합하여 추정

하 고, 질소의 유출량은 배출수나 지하침투수를 통

한 수계유출량, 암모니아 휘산과 탈질에 의한 대기 중

으로의 손실량, 무기질소의 유기화 및 작물에 의한 흡

수량을 합하여 평가하 다. 지역별 환경 특성은 토양

중 유기물함량, 쌀 수확량, 관개수 중의 질소함량, 토

양통 분포면적에 의한 토양침투속도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 다.

지역별로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벼농사가 수질에 미

치는 향을 평가한 결과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질소

수지가 각각 -5.4와 -8.3 kg ha-1 yr-1으로 이 지역에서

의 벼농사는 주변 수계로부터 질소를 흡수하여 농업

에 활용하는 수질정화의 기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강원도와 경상

남도는 각각 4.9와 14.0 kg ha-1 yr-1으로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오히려 많아 질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시비량이 110 kg ha-1로 동일하다는 조건하에 우리

나라 관개수 중의 질소함량이 평균 1 mg L-1 증가할

경우 벼농사는 -2.9 kg ha-1 yr-1의 수질 개선효과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벼논의 질소 흡수량이 연간

2,616 Mg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농업용

수의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인근 지역이 관

개수가 깨끗한 지역보다 벼농사에 의한 수질정화 효

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수확량 조건에서 시비량을 110 kg ha-1에서

90 kg ha-1으로 줄일 경우 질소정화 기능은 전국적으

로 10,600 Mg이 증가하고 수질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면적도 확대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쌀 수확량 5,000

kg ha-1을 100%로 가정할 경우 질소 시비량은 110

kg ha-1, 수확량이 100%인 경우 질소수지는 -0.3 kg

ha-1이었지만 시비량을 90 kg ha-1으로 줄이고 수확량

도 100%에서 90%와 85%로 줄이면 질소수지는 각각

-11.7, -2.3 및 2.4 kg ha-1으로 시비량을 줄여도 수확

량을 동시에 줄이면 질수수지의 개선효과가 떨어지

며, 수량을 85%로 줄이면 수질에 미치는 향을 나타

내는 질소수지는 110 kg ha-1을 시비할 때보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들로 볼 때 벼농사가 수질환경에 미치

는 향은 관개수 수질, 토양물리 및 화학성 등의 자

연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벼 재배에 의한 수질정화기능을 최

대로 활용하는 농기술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현재 시비량을 줄이고 이에 따라 수확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의 농방법으로서는 벼농사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시비량은 줄이되 토양과 관개수 중의 양물질을 최

Fertilization 

N 120 kg ha-1 + yield 100%"

N 110 kg ha-1 + yield 100%

N 100 kg ha-1 + yield 100%

N 90 kg ha-1 + yield 100%

N 90 kg ha-1 + yield 90%

N 90 kg ha-1 + yield 85%

29.9

29.9

29.9

29.9

29.9

29.9

35.3

29.6

23.9

18.2

27.6

32.3

5.4

-0.3

-6.0

-11.7

-2.3

2.4

BalanceOutputInput

Nitrogen balance

------------------------------------- kg ha-1 yr-1 -------------------------------------

" Yield 100% : Polished rice 5,000 kg ha-1

Table 1. Estimation of the of nitrogen balance change at paddy field with fertilization and yiel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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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으로 활용하여 최고의 수확량을 유지하는 것이

벼농사의 주변 수계에 대한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수질정화 기능을 증대시키는 가장 좋은 친환경농업라

고 판단된다.

인 용 문 헌

Choi, C. H., K. W. Han, J. Y. Cho, J. C. Chun and S. J. Kim. 2000.

Pollutant loading and changes of water quality at the Namdae-

cheon watershed in Keum river districts. Kor. J. Environ. Agri.

19:26-31.

Coale, F. J., P. S. Porter and W. Davis. 1994. Soil amendments for

reducing phosphorus concentration of drainage water from

Histosols, Soil Sci. Soc. Am. Jour. 58:1470-1475.

Goh, H. S. 1984. Study on the evapotranspiration requirement in

paddy fields (Ⅱ). Research report of Jeonbuk university. 15:133-

138.

Hidaka, S. 1995. Water purifying function of paddy fields as the

agriculture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Agricultural

technology. 50(9):393-397.

Ichiki, A. and K. Yamada. 1999. Study on characteristics of

pollutant runoff into lake Biwa Japan. Water Sci. Technol. 39:17-

25.

Jung Y. S., S. K. Ha, B. O. Cho and H. J. Lee. 1996. Use of

phosphate coated urea to decrease ammonia volatilization loss

from direct seeded rice field at early stage. J. Korean Soc. Soil Sci.

Fert. 29(1):8-14.

Kim, J. S., S. Y. Oh, K. S. Kim and S. K. Kwon. 2001.

Characteristics of pollutants concentration at paddy field areas

during irrigation periods. J. of Korean Soc. Agric. Eng. 43:163-

173.

Kiyoichi, K. 1981. Chemistry of soil organic matter, second edition.

Society publish center (Japanese). p. 199-202.

KNSO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Annual report of

agricultural land survey. Daejeon. Korea.

Kolenbrander, G. J. 1981. Leaching of nitrogen in agriculture. In

nitrogen losses and surface run-off.(ed. Brogan, J. C.) Nijhoff. p.

199-216.

Koyama, T., M. Sybuya, M. Tokuyasu, T. Shimomura, T. Ide and

K. Ide. 1977. Balance sheet and residual effects of fertilizer

nitrogen in Saga paddy field. Proc. Int. Seminar on SEFMIA

Tokyo. 20:289-296.

Lee, K. C., J. W. Koo and H. S. Goh. 1983. Study on the

evapotranspiration requirement in paddy fields(Ⅰ). Research

report of Jeonbuk university. 14:129-133.

Lee, J. S., B. Y. Kim, J. H. Kim and S. G. Hong. 1999. Chemical

composition of rainwater in Suwon and Ansung area. Kor. J. of

Environ. Agric. 18(2):169-173.

Lee, J. S., G. B. Jung, J. H. Kim, W. I. Kim, S. G. Yun and J. C. Im.

2001. Volume-weighted ion concentration of rainwater in Taean

area. Kor. J. of Environ. Agric. 20(4):284-288.

Lee, J. S., J. H. Kim, G. B. Jung and K. C. Eom. 2003. Volume-

weighted ion concentration of rainwater in Suwon area during

farming season. Korean J. of Agriculture and Forest Meteorology.

5(1):1-5.

Lee, Y., Y. H. Park and S. C. Kim. 2004. Research on gaseous

nitrogen losses from agricultural soil. Annual research repor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Lim, J. N. and J. S. Oho. 1970. Survey of infiltration rate at main

soil series of paddy field. Annual research report of NIAST. 2:88-

90.

Maeda, K. I. 1983. Quantitative estimation of behavior of nitrogen

applied to paddy field. Bull. Natl. Agric. Res. Cent. 1:121-192.

NAAS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2008.

Monitoring project on agri-environment quality in Korea, Suwon,

Korea.

NIAST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1999a. Fertilizer application recommendation for crops.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Suwon, Korea.

NIAST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1999b. Annual report of the monitoring project on agricultural

environment, Suwon, Korea.

NI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03. Annual

research report on the water quality and ecology of rivers and

lakes.

NI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04. Annual

research report on the water quality and ecology of rivers and

lakes.

NI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05. Annual

research report on the water quality and ecology of rivers and

lakes.

NI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06. Annual

research report on the water quality and ecology of rivers and

lakes.

Oho, J. S. and K. S. Ryu. 1972. Survey of infiltration rate at main

soil series of paddy field. Annual research report of RDA. p. 218-

235.

Patric, W. H. Jr. and K. R. Ready. 1997. Fertilizer nitrogen reactions

in flooded soils. Proc. Int. Seminar on SEFMIA. Tokyo. p. 275-

281.

RD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999. Annual report of

the monitoring on agro-environmental quality. p. 9.

RD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03. Annual report of

the monitoring on agro-environmental quality. p. 38.

Roh, K. A. and H. S. Ha. 1999. Nutrient balance during rice

cultivation in sandy soil affected by the fertilizer management. J.

Korean Soc. Soil Sci. Fert. 32(2):155-163.

Roh, K. A., M. K. Kim, B. M. Lee, N. J. Lee, M. C. Seo and M. H.

Koh. 2005. Assessment of nitrogen impaction on watershed by

rice cultivation. Kor. J. of Environ. Agric. 24(3):270-279.

Shin, C. S., J. Mun, J. G. Kim and J. D. Kim. 1971. Survey of

infiltration rate at main soil series of paddy field. Annual research

report of NIAST.

Shoji, S., G. Wada, K. Saito, I. Shinbo and J. Takahashi. 1971. The

fate of fertilizer nitrogen applied to the paddy field and its

absorption by rice plant. II. The fate of basal nitrogen in paddy

field. Jpn. J. Crop Sci. 40:81-286.



노기안·김민경·고병구·김건엽·심교문·이덕배446

Tabuchi, T., H. Kuroda, H. Saito, T. Takahashi and T. Muroya.

1991. Nitrogen outflow during irrigation period from a small

agricultural area -Research on outflow load from an agricultural

area without a point source(II)-, Trans. of the JSIDRE, 154:55-64.

Takei, Y. and Y. Uehara. 1973. Nitrification and denitrification in

the surface layer of submerged soil(part 1). Jpn. J. Soil Sci. and

Plant Nutr. 44:463-470.

Takeda, I., T. Kunimatsu, S. Kobayashi and T. Maruyama. 1991.

Pollutants balance of a paddy field area and its loadings in the

water system-Studies on pollution loadings from a paddy field

area(II)-. Trans. of the JSIDRE, 153:63-72.

Tisdale, S. L., L. N. Waner and J. D. Beaton. 1985. Soil fertility and

fertilizer (4th edition). p. 125.

Toriyama, K. 1996. Progress and prospect of the research on paddy

soil management under various rice growing system. 1. Progress in

nutrients behavior and management research on paddy soil(1)

Nitrogen. Jpn. J. Soil Sci. and Plant Nutr. 67:198-205.

Wada, G., S. Shoji, J. Takahashi, K. Saito and I. Shinbo. 1971. The

fate of fertilizer nitrogen applied to the paddy field and its

absorption by rice plant. Ⅲ. The fate of top-dressed nitrogen in the

soil and its absorption by rice plant. Jpn. J. Crop Sci. 40:287-293.

Yoon, K. S. 1999. Study on the mechanism of organic matter

turnover for modelling of pollution load estimation from paddy

field. Annual research report of Chonnan university. p. 6-35.

Yoon, C. J., H. S. Hwang, J. H. Jeon and J. H. Ham. 2003. Analysis

of nutrients balance during paddy cultivation, Korean J. Limnol.

36:66-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