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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1) 농경지 비료사용량에 따른 질소부하량 산정을 위한 기초연구 
- 고산리를 중심으로

현범석·박원배·김기표1)·박윤석1)·조은일2)

제주연구원, 1)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물관리과, 2)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제주도는 화산암 형태의 지질구조로 대수층이 발달되어 있으며 투수성이 높아 인위적인 영향에 의한 지하

수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제주 서부지역의 경우 농경지 및 축사 등 여러 오염원이 타 지역보다 광
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부터 질산성질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질산성질소 오염원은 장
기간에 걸친 비료 과다시비로 인한 것으로 조사 되었지만, 정량적으로 명확한 원인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경지 비료사용량을 정량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서부지역의 질산성질소 증가 원
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제주 서부지역에서 질산성질소가 비교적 높은 고산1리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2016년 4분기부터 2017

년 2분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재배작물별 비료사용량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고산1리 220명, 1,059필
지(359 ha) 중 136명 714필지(165 ha)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산1리 지역 작물별 질소비료 사용
량 및 단위면적(10 a) 당 사용량과 도내 비료판매량(2016년)을 비교·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작물별 질소시비량 산정 결과, 브로콜리의 질소량이 14.8 MT(Metric Ton)으로 전체 질소량(75.3 MT) 중 

19.7%로 가장 많았다. 마늘은 15.9%(12 MT), 무는 13.6%(10 MT) 다음 순으로 높았고, 재배면적이 가장 넓
었던 보리는 10.4%(7.8 MT)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보리는 녹비작물과에 속하는 작물이며, 화학비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작물이나, 고산리에서는 수확을 목적으로 보리를 재배하고 있어 질소량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면적(10 a) 당 사용량은 브로콜리와 적채가 각각 49.9 N kg/10a, 49.8 kg/10a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로콜리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의 표준시비량(32 N kg/10a)보다 
1.56배 높았고, 적채의 경우는 농촌진흥청 기준(37 N kg/10a) 1.35배 높았다. 반면, 콩, 기장이 각각 7.2, 7.0 
N kg/10a로 단위면적(10 a) 당 질소량이 가장 낮았다. 콩과 기장은 녹비작물이지만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되
고 있다. 하지만, 보리와 달리 뿌리에 뿌리혹박테리아가 질소를 고정하여 생장하기 때문에 비료사용량이 적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기준 도내 비료판매량 결과, 한경면의 비료판매량은 520,165포로 조사되었고, 
이 중 고산리는 31.3%(162,891포)로 가장 많이 판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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