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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development of large-scale environmental friendly livestock 
complex in the reclaimed tideland is one of different alternatives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internal livestock industry against an international 
opening markets as DDA and FTA in agricultural field.  Recently, it is possible 
to introduce an environmental friendly livestock complex in the reclaimed 
tideland by an amendment of the acts for agricultural land. However more studies 
that are on the basis of nitrogen and phosphorus mass balance need to preserve 
the agricultural environments as the quality of agricultural water and soil in 
rural area. In this study, the reference for feasibility study is Whaong 
reclaimed tideland which located at Whaseong city, Gyeonggi Province, and a 
basic concept of environmental friendly livestock complex is the production of 
forage crops with the supply of liquid fertilizer and the production of 
bioenergy such as biogas by the recycling of pig slurry as a resource. The mass 
balance of nitrogen based on between forage crops such as maize, barley and 
liquid fertilizer supplied at the reclaimed tideland, and also it was estimated 
an economical efficiency as anaerobic digestion plant for treating pig slurry of 
100m3/day introduce in an environmental friendly livestock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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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축산업 생산액이 '06년 현재 11.7조원
(쌀 생산액 8.4조원)으로 전체 농림업 생산액
(36.4조원)의 32.1%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
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축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토양
과 수질오염 그리고 악취 등의 환경오염을 야기
하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
는 실정이다. 최근 DDA(다자간 무역협상)와 한・
EU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가시화 되고, 한・
미 FTA 협상 타결로 외국산 축산물의 수입이 본격
화됨에 따라 정부는 농업부문의 급속한 시장개방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을 종전의 가축분뇨 정화처리 중심에서 
퇴・액비화를 통한 자원화로 전환하고, 나아가 
축산과 경종이 함께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
단지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한편, 런던협약 발효(‘06. 2) 이후 가축분뇨 
해양배출 규제 강화와 더불어 2012년부터 가축분

뇨 해양배출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예견됨에 따라 
가축분뇨처리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는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가중시키는 주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바이오 에탄
올과 바이오 디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사료
용 곡물이 전용되면서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료 가격의 인상은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
을 압박하는 주요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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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퇴・액비 
형태의 자원화에 의한 처리비용 경감과 동시에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에 의한 가축생산비 절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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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자연순환을 전제로 한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친
환경축산단지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화옹 간척지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
산단지 조성에 있어 간척지의 농업환경 보전과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을 전제로 경종과 축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자연순환농업 체제의 친환
경 축산단지 도입을 위한 최적화 방안을 검토하
고,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도입에 대한 타
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친환경 축산과 자연순환농업

2.1 친환경 축산

80년대 후반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개념 도입 후 환경측면에서의 농
업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한된 국토에서 고투입‧고산출의 집
약적 농법이 확산되어 농업생산 활동에 따른 환
경부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농촌지역의 도시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
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축사 주변지역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악취 저감 등 생활환경 오염부하의 감소와 함
께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친환경 축산의 세부적인 개념은 가축분뇨처리
를 통한 수질‧토양‧대기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토양환
원을 통해 농업생태계를 유지‧보전하며, 동물복
지, 사양 및 질병관리 등을 통해 가축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주변 자연과의 조화로 농촌의 
경관을 유지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생산 가능한 축산업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축산을 둘러싸고 있는 농정여건의 
다변화를 고려할 때,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
는 축산은 지속하기 어려우며, 농업분야에서 축
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 경영이 
불가피 함으로 친환경 축산을 위한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2 자연순환농업

자연순환농업이란 “생태계의 물질순환, 즉 
생산자‧소비자‧분해자의 기능을 활용하여 인간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영양연쇄(Nutritional chain)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 생태계 내에서 균형 있
는 물질수지를 통하여 생산물의 안전성을 최우선
으로 하는 농업”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좁
은 의미에서 순환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경종농
업과 축산을 연계하여 외부로부터의 무기양분의 
투입 없이 물질순환과정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식
량을 생산하는 농업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자연순환농업은 특정 자재의 사용 또
는 특정 농법에 한정되지 않고 "자연계 물질순환
의 균형"을 추구하는 모든 농업을 포함하는데 구
체적으로는 가축분뇨 퇴·액비 등 유기질 자원을 
토양에 환원시켜 토양을 건전하게 유지․보전하면
서 농업생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농업을 일컫는

다<Fig. 1>. 정부의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중 자연순환농업에 기초한 조사료 생산 확
대 사업은 축산과 경종이 연계하여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을 전제로 하는 대표적인 친환경축산 모
델이다.

Fig. 1 A concept of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e

3. 친환경축산단지 도입 방안 검토

3.1 화옹 간척지 현황

화옹지구는 공업화, 도시화로 인해 전용되는 
농지의 대체개발과 수자원확보를 위하여 9.8km의 
방조제를 축조하고, 6,212ha의 매립지를 개발하
여 4,482ha의 간척농지, 1,320ha의 배후지 그리
고 5,440만㎥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간척지 
개발 사업이다. 본 간척사업은 1991년 9월 외곽
공사를 착공하여 약 10년 6개월만인 2002년 3월 
방조제의 최종 물막이 공사를 완료하였고, 향후 
간척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내부개답공사가 2012
년경까지 약 10개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다. 2009년 현재 방조제 외곽 준공과 1‧2‧3공구의 
37km 방수제 공사 및 7공구 공사착공을 위한 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 

Fig. 2 A master plan of Whaong reclaimed     
        tideland



Classification
Forage crop

Barley Maize

Wet

(kg/ha)

ʹ03 15,295  5,800

ʹ04  9,599 17,345

Avg. 12,447 11,573

Dry

(kg/ha)

ʹ03  5,176  1,603

ʹ04  3,735  4,251

Avg.  4,456  2,928

Forage crop
Fertilizer mass (kg/10a)

N P K
Barley 19 16 12
Maize 15.8 3 6.3

Classification
Forage crop

Barley Maize
Dry production (kg/ha) 4,456 2,928
Nitrogen content (%) 1.5 1.7
Demanded nitrogen(kg/ha) 190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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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친환경축산단지 모델 검토

3.2.1 간척지 사료작물 재배 결과

화옹 간척지구의 제염이 일정정도 진행된 이
후 재배 가능한 사료작물과 수량을 평가하기 위
해서 비슷한 토성과 기후대를 가진 충남 당진의 
대호간척지 전작물 재배 시험포에서 동계 및 하
계 작물별 조사료를 생산한 연구결과를 참고하였
다. Table 1에 대표적인 동계 및 하계 조사료 작
물인 청보리와 옥수수의 재배 결과를 나타내었
다. 청보리의 생초 및 건물수량은 각각 12,447 
kg/ha과 4,456 kg/ha이며, 옥수수의 경우 11,573 
kg/ha과 2,928 kg/ha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부지방의 밭작물 조사료 작부체계에서 
연간 건물수량의 약 50%정도 되는 수량으로 초기 
간척지의 재배에 있어 토양관리, 물관리, 시비관
리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Table 1 The production of barley and maize   
       cultivated at Daeho-reclaimed tideland 

3.2.2 가축분뇨 퇴‧액비 시비량 및    
   사료작물 표준 시비량

가축분뇨의 퇴‧액비의 활용은 자연순환 농업의 
차원에서 그 활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확
한 시비처방과 퇴‧액비 성분 분석을 통하여 양분
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시비 처방만이 진정한 자
연순환 농업이라 할 수 있다. 액비의 경우 작물별 
표준시비량에 의한 방법은 아래 2가지 식을 통하
여 산출할 수 있다. 총 액비의 시용량은 표준질소 
시비량에 대하여 액비중 질소량을 고려하여 산출
하는 것이고, 기비 액비 시용량 또한 표준 질소 
기비량에 대하여 액비 중 질소량을 고려하여 산
출하게 된다.

총액비시용량톤  

액비중질소함량
표준시비질소총량

×÷

기비액비시용량톤  

액비중질소함량
표준시비질소기비량

×÷

사료작물 표준시비량은 작물과 토양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Table 2에 대표적인 사료작물인 청
보리와 옥수수의 표준 시비량을 나타내었다.

Table 2 Required fertilizer mass of barley   
         and maize

현재까지 가축분뇨 액비 시비 처방전은 질소
만을 기준으로 하며, 인산과 칼리에 대한 내용이 
없다. 사료작물 재배에 있어 화옹 간척지의 경우 
간척 초기단계이므로 집적된 양분이 적어 시비 
처리방에 의한 양분요구도의 환산은 필요하지 않
고 표준 시비량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
다. 

3.2.3 간척지 사료작물 양분수지 검토

대호 간척지 사료작물 건물수량, 사료 작물체
의 질소 함유량 그리고 작물별 질소 표준시비량
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간척지에 사료작물(청보
리, 옥수수)을 재배할 때의 질소에 대한 양분수
지를 계략적으로 산출하였다. 

Table 3 Basic data on nitrogen mass balance

간척지에서 재배한 청보리와 옥수수 사료작물
에 흡수되는 질소량 각각은 67kg/ha(4,456kg/ha 
×1.7%)와 50kg/ha(2,928kg/ha×1.5%)이며, 표
준 시비 기준 질소요구량 대비 35.3%와 31.6%로 
각 사료작물의 질소 표준시비량 기준에 따라 가
축분뇨 액비를 시용 할 경우 간척농지는 항상 질
소 과잉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화옹 간척지의 경우 사료작물의 수량 
확보가 보장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질소 기준 표
준시비량의 30% 수준의 액비를 기비로 사용하고, 
이후 사료작물 수확량이 증가 할 경우 액비 시비
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만
약, 평균 질소농도 0.47%인 돈분뇨를 액비로 사
용한다면 청보리와 옥수수 재배에 있어 기비로 
사용 할 수 있는 적정량은 (식 1)에 의거 각각 
12.1톤/ha,10톤/ha 정도로 계산된다. 

3.2.4 조사료포 확보 방안 검토

간척지에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단지를 도입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축산단지에서 발생하
는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하여 전량 환원할 수 있
는 농경지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조사료포 면
적은 축종별 사육두수 따라 결정됨으로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축종별 사육두수 규모
가 확정되면 시비 가능한 비료성분량을 산출 가
능하며, 사료작물별 비료성분 요구량에 따라 조



Classification
Number of pig (head)

3,000 5,000 10,000
Nitrogen (tonN/y) 26.3 43.8 87.5

Area
(ha)

Barley 393 654 1,306
Maize 526 876 1,750

구  분 기  준

고형물(wt%)
돈분뇨 6.0

옥수수 30

가스 발생량

(m3/톤)

돈분뇨 30

옥수수 145

가스성상
메탄함량(%) 65

발열량
(kcal/m3) 5,550

열병합발전기

발전효율(%) 34

가동시간(hr/d

)
22

시설 가동일수(일/년) 365

매전단가(원/kWh) 140

소비 전력단가(원/kWh) 35

액비 처리비용(원/톤) 10,000

액비 발생량(투입량 대비 %) 95

돈분 처리비용

(해양배출,원/톤)
25,000

구 분

소화방식

돈분
돈분+

옥수수

시설투자비(백만원) 7,000 7,000

경

영

수

지

수익(A)

(백만원

/년)

돈분처리비 912.5 912.5

매전수익 308 353

소계 1221 1266

지출(b)

(백만원

/년)

인건비 60 60

유지비 55 55

전력비 11 11

액비처리비 347 357

소계 473 483

감가삼각비(C) (백만원/년) 420 420

운영수익(백만원/년) 328 362

투자비회수기간

(년)

국고 50% 10.7 9.7

국고 80% 4.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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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포 면적을 산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옹 간척지에 양돈단지 도입

을 전제로 하였으며, 돈분뇨 배출원단위는  ʹ08년
도 농진청에서 고시한 5.1 L/두‧일에 기준하였고, 
돈분뇨의 총질소 농도는 0.47%를 적용하였다. 조
사료 양분수지에서 사료작물에 흡수되는 질소량
(청보리:67kgN/ha, 옥수수:50kgN/ha)을 기준하여 
돼지 사육두수 별 동계(청보리)와 하계(옥수수) 
사료작물 생산을 위한 조사료포 필요 면적을 
Table 4에 타나내었다. 간척지 농업환경이 유사
한 대호 간척지의 조사료 작물 수확량에 근거하
여 간척 초기단계 화옹 간척지의 하계(옥수수) 
및 동계(청보리) 사료작물의 조사료포 면적을 추
정한 바, 화옹 간척지에 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
단지 도입함에 있어 약 10,000두 규모의 양돈단
지로부터 발생되는 돈분뇨를 사료작물 생산을 위
한 액비로 활용 할 경우, 청보리와 옥수수 재배를 
위해 1,306ha와 1,750ha의 사료포 면적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 Required area of agricultural land to  
        cultivate bar1ey and maize

4. 바이오가스 플랜트 도입 타당성 분석

본고에서는 일 100톤 처리규모의 가축분뇨 공
동자원화 바이오가스 플랜트 운영에 따른 경제성
과 사업성을 분석하여 간척지 간척지 친환경축산
단지에 혐기성 공동자원화시설 도입에 대한 타당
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가축분뇨 혐기성자원화 
방식은 크게 두 형태로, 돈분 단일소화와 돈분과 
사료작물(옥수수)의 통합소화 방식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통합소화에 있어 사료작물 혼합비율
은 돈분 휘발성고형물(volatile solid, VS)량의 
약 20%를 적용하였으며, 혼합기질로 이용되는 옥
수수의 생초량은 하루 3톤을 필요로 한다. 경제
성과 사업성 검토에 적용된 기준은 Table 5에 나
타내었고, 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단지에 돈분 혐
기성 공동자원화시설 도입에 따른 사업성 검토 
결과를 Table 6에 정리하였다.

수익에 있어 가축분뇨 처리비용은 해양배출 
평균 처리단가를 적용하였다. 매전수익은 옥수수
를 혼합 기질로 이용한 통합소화 공정에서 약 45
백만원/년 증가하여 돈분 단일소화 공정의 수익
에 비해 약 3.7% 높으며, 지출에 있어 통합소화 
공정에 혼합기질이 투입됨에 따라 소화슬러지 발
생량 증가로 인하여 약 10백만원/년 높게 산출되
었다. 따라서 경영수지를 비교해 볼 때 단일소화 
공정에 비하여 통합소화 공정에서 년 약 35백만
원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돈분 혐기성 공동자원화시설의 감가삼각비
는 년 420백만원으로 평가되었고, 감가삼각비가 
반영된 년간 자원화 시설운영수익은 단일소화와 

통합소화 공정 각각 328백만원과 362백만원을 나
타내어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소화와 통합소화 공정의 운영수익에 기준
하여 국고 지원율(지방비 포함)에 따른 시설투자
비 회수 기간을 산출한 결과, 국고 지원율 50%일 
경우 투자비 회수에 약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는 반면, 80% 경우 최소한 5년 이내 시설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 Criteria for the estimation of       
          business model on biogas plant

Table 6 Analysis results of business model on  
        biogas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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