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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de diversity of liquid fertilizers and composts produced from the livestock manure in Korea is commonly 
applied to agricultural lands as an alternative of chemical fertilizers. However, their effects on the crop 
production and environmental impacts are still vague. The current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pig manure-based liquid fertilizer on the growth of Zea mays L. and soil properties. Four different 
liquid fertilizers were treated to each cultivated upland plot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Korea while no 
fertilizer (control A) and a chemical fertilizer (control B) were treated to separate plots for comparison. The 
liquid fertilizer treatment did not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resh weight of Zea mays L. compared to 
the controls. This is probably due to the nutrient residues carried over from the last year fertilization. Electric 
conductivity (EC) and organic matter contents in soils were increased right after the liquid fertilizer treatments 
compared to the controls. However, soil pH was maintained as the same as the level of control A. A long-term 
effect of the continuous treatment of the manure based liquid fertilizer will be carried out in the success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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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우리나라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9년 말 현재 연간 43.7 

백만톤이며, 이 중에서 85.6%가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 처리

되고 있다. 특히, 양돈분뇨는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의 42%

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축종에 비하여 자가 소유 경지가 

적을 뿐 아니라 액상물이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다. 가축분뇨

가 적절히 처리되지 못할 경우 농업의 비점오염으로 작용하

여 지표수 및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악취발생 

등의 위생학적 문제를 유발한다 (Murayama et al., 2001; 

RDA, 2002; Sweeten, 1988).

따라서, 이들 축산 농가는 액비를 6개월 이상 저장하여 저

장액비를 활용함으로써 분뇨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경종농

가는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액상물인 양돈

분뇨 슬러리를 퇴비단을 통과시켜 여과하는 퇴비단여과법

을 통해 생성된 SCB (Slurry Composting & Biofiltration) 

액비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축분뇨의 액비

로의 활용은 경종 및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돈분뇨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장점도 가지고 있어, 액

비 시용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가축분뇨 퇴 ․액비에 대한 시

용 효과와 유기질 퇴비로서 가축분뇨의 활용 가치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가공하여 액비화된 가축분뇨는 대

체 질소 비료로써 활용가치가 높았고, 이러한 가축분뇨를 표

준 시비량의 2배로 처리하였을 때 배추의 생장이 향상되었

다고 보고하였다 (Ro et al., 2008). 또한, 노지재배 배추의 

SCB 액비 시용기준을 설정하였고 (Lim et al., 2009b), 고

추와 배추에서 질소 화학비료와 대응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

고하였다 (Lim et al., 2008; Lim et al., 2009a).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가축분뇨 액비는 다량 시비시 잉여 

양분이 물의 이동에 따라 수계로 이동하여 오염원으로 작용

할 우려가 있어 (Murayama et al., 2001; Sweeten, 1988) 

작물의 생육을 고려하면서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

안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가

축분뇨 퇴 ․액비별 작물 생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집중

되어 가축분뇨 퇴 ․액비를 이용한 작물 재배시 환경에 미치

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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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livestock fertilizer and compost.

pH EC T-N P2O5 K2O CaO MgO Na2O
(1:5) dS m-1 ------------------------------------------------- % -------------------------------------------------

SCB† 8.6 13.3 0.24 0.02 0.22 0.03  0.003 0.06
Storage 7.8 21.5 0.38 0.07 0.23 0.08 0.02 0.06
Digested 8.0 20.0 0.33 0.08 0.21 0.10 0.03 0.06
Compost 7.6  6.9 0.92 0.36 0.35 0.46 0.15 0.36

Cd Cu Zn Pb Ni Cr Fe Mn
-------------------------------------------------------- Heavy metals‡ mg L-1 -------------------------------------------------------

SCB 0.00  4.0  11.4 0.06 0.13 0.05  16.6  3.0
Storage 0.01 14.6  27.4 0.16 0.38 0.09  42.5  8.7
Digested 0.02 15.0  58.8 0.15 0.26 0.12  61.7 10.7
Compost§ 0.00 31.7 274.5 0.92 1.91 2.74 367.2 69.1

†SCB represents SCB liquid fertilizer, Storage represents Storage liquid fertilizer, and Digested represents Digested liquid fertilizer.
‡Total contents for heavy metals.
§Heavy metal contents of compost represent mg kg-1 dry basis, respectively.

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작물의 양분 측면에서의 토양 화학성 

평가에만 집중되어 중금속 등의 위해성 평가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물과 토양의 양분 공급원으로써 가

축분뇨 퇴 ․액비의 효과를 분석하고, 농경지에 시용시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오

계2리에 위치한 밭토양에 가축분뇨 퇴 ․액비를 시용하고 옥

수수를 재배하였을 때 토양 중 일반 화학성 및 중금속 함량

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개요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오계 2리에 위치한 밭

에서 2009년 4월 30일에 가축분뇨 퇴 ·액비를 처리한 후 

5월 7일에 사료용 옥수수 (품종 : 파이오니아)를 재식거리 

20×60 cm로 파종하여 3개월 동안 재배하였다. 이때의 시

험구의 크기는 2.7×10 m 였다.

시험구는 무비, 화학비료, 가축분뇨 퇴비, SCB 액비, 저

장액비 및 혐기소화액비를 각각 사료용 옥수수의 질소 시용

량 (20 kg 10a
-1
)을 기준으로 시비하였으며,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다.

토양 시료는 사료용 옥수수 파종 후부터 수확기까지 토

양의 화학성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각 표토 (0~15 cm)

와 심토 (15~30 cm)를 채취하였다. 옥수수의 초기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파종 3주 후에 지상부 출현율을 조사하였고, 

식물체 시료는 수확기에 지상부를 채취하여 줄기, 잎, 알곡

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양분 흡수량 및 이용율은 각 부위별

로 구하여 합산하였다. 처리별 양분 이용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양분 이용율 (%) = (처리구별 양분 흡수량-무비구 양분

흡수량)/(처리구 양분투입량)×100

시험재료 특성   시험재료인 SCB 액비, 저장액비 및 혐

기소화액은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모전양돈조합에서 

제공한 것으로, SCB 액비는 시험 직전에 제조된 것으로 사

용하였고, 저장액비는 5개월 정도 숙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혐기소화액은 통합혐기소화액과 돈분뇨를 이용하여 운영하

는 M 바이오가스시설에서 발생하는 돈분혐기소화액을 사용

하였다. 퇴비는 시판 가축분 퇴비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시험재료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CB 액비는 질소가 0.24%인데 반해 다른 가축분뇨 퇴 ․액
비는 0.33~0.92%로 높았다. 중금속 함량에 있어서도 SCB 

액비는 다른 재료에 비해 낮았다.

퇴⋅액비, 토양 및 식물체 분석   퇴 ․액비 및 식물체

의 전질소는 Micro-Kjeldahl 법으로 정량하였고, 인산, 칼리, 

석회, 고토 및 중금속 성분은 시료 0.5~1.0 g을 H2SO4-SClO4

법으로 습식 분해하여 인산은 Vanadate법으로 비색정량하

였고, 칼리, 석회, 고토 및 중금속은 ICP-OES (GBC Integra 

XMP, Australi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NIAST, 2000), 

액비 및 토양의 pH와 EC는 각각 초자전극법 (Model 720A, 

Orion)과 EC meter (Model 145A, Orion)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RDA, 1999).

토양시료는 시험 전 ․후에 채취한 토양을 풍건하여 2 mm 

체를 통과시킨 후 조제하여 pH와 EC를 측정하였고, 유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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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emical properties of upland soil before livestock manure treatment.

pH EC OM Avail. P2O5
Exch. Cation

K Ca Mg Na
(1:5) dS m-1 g kg-1 mg kg-1 ---------------------- cmolc kg-1 ----------------------

Topsoil 6.5 0.52 23.9 989 0.94 6.58 2.18 0.11

Fig. 1. Chemical properties of corn-cultivated upland soils (Control A, Control; Control B, Chemical fertilizer; SCB, SCB 
liquid fertilizer; Storage, Storage liquid fertilizer; Digested, Digested liquid fertilizer).

은 Turin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 전질소는 Kjeldahl법

으로 측정하였으며, 치환성 양이온은 1N NH4OAc 용액 (pH 

7)으로, 총 중금속 함량은 Microwave (CEM MARS 500, USA)

로 분해하여 ICP-OES (GBC Integra XMP, Australia)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Summer and Miller, 1996).

결과 및 고찰

가축분뇨 퇴 ․액비가 시용된 밭토양의 특성 변화를 조사하

기 위해 선정된 밭토양의 시험 전 화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았다. 시험 전 토양의 유효인산 함량은 989 mg kg
-1
로 우

리나라 전국 밭토양의 유효인산 평균 함량인 607 mg kg
-1

보다 높았으나, 다른 성분들은 전국 밭토양 평균 함량보다 

낮았다 (RDA, 2009a).

가축분뇨 퇴․액비 시용 후 옥수수 밭토양 (표토; 0~15 cm)

의 화학적 특성 변화는 Fig. 1과 같았다. 다른 가축분뇨 퇴 ․
액비에 비해 혐기소화액과 퇴비 처리구에서 토양 중 질산태 

질소,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의 함량이 높았으나, 대체적으

로 생육후기로 갈수록 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질산태 질소와 치환성 칼륨의 함량은 강우의 영향으로 함량

이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는 경향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Lee et al. (2010)과 Yang et al. (2008)이 

돈분액비를 토양에 시용하면 EC, 유기물, 유효인산 및 치환

성 양이온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비슷하였으며, 

또 가축분뇨 액비를 토양에 시용하였을 때 토양 중 T-C와 

CEC의 증가도 보고되고 있다 (Choudhary et al., 1996; Yadav 

et al., 2000).

가축분뇨 퇴 ․액비 시용 후 옥수수 밭토양의 표토와 심

토의 중금속 함량은 Table 3과 같았다. 토양 깊이별 중금속 

함량은 Cd의 경우에는 처리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고, Pb

의 경우에는 심토보다 표토에서 높았으나 처리간에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Cu, Zn, Ni, Cr, Fe, Mn 성분의 함

량은 퇴비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에서 표토보다 심토

가 높아 토양하부에 집적되어 있었으며, 퇴비 처리구의 경

우 Zn, Ni, Cr 및 Mn은 심토에서 함량이 높았으나 Cu와 

Fe은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토양에 투입되

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중금속의 토양내 이동에 다른 영



김민경 ·권순익 ·강성수 ·정구복 ·강기경476

Table 3. Characteristics of heavy metal in corn-cultivated upland soils treated with livestock manure.

Treatment Soil depth Cd Cu Zn Pb Ni Cr Fe Mn
 cm --------------------------------------------------- mg kg-1 ---------------------------------------------------

Control A†
 0~15 0.09  7.5 21.4 1.77 0.34 0.23 59.4  83.4
15~30 0.09 10.9 45.9 1.60 0.68 0.32 77.9 172.2

Control B
 0~15 0.10  9.0 20.0 1.99 0.35 0.27 63.0  93.8
15~30 0.08  9.9 40.5 1.84 0.72 0.44 84.7 157.2

SCB‡
 0~15 0.09  7.1 18.5 1.82 0.33 0.20 57.5  76.6
15~30 0.09 10.7 52.4 1.47 0.70 0.31 72.2 153.1

Storage
 0~15 0.09  7.2 17.0 1.71 0.34 0.19 58.4  87.9
15~30 0.09 12.2 58.7 1.42 0.74 0.32 72.7 169.9

Digested
 0~15 0.10  8.3 22.1 1.82 0.35 0.21 57.1  82.2
15~30 0.10 11.0 55.2 1.24 0.71 0.30 65.8 148.8

Compost
 0~15 0.08  6.0 12.6 1.49 0.27 0.15 57.6  82.8
15~30 0.08  5.6 45.8 0.92 0.72 0.31 39.7 176.8

†Control A represents none of fertilizer, Control B represents Chemical fertilizer.
‡SCB represents SCB liquid fertilizer, Storage represents Storage liquid fertilizer, and Digested represents Digested liquid fertilizer.
§Total contents for heavy metals.

Fig. 2. Emergence of corn (left) and dry weight after corn harvest (right) treated with livestock manure (Control A, Control; 
Control B, Chemical fertilizer; SCB, SCB liquid fertilizer; Storage, Storage liquid fertilizer; Digested, Digested liquid fertilizer).

향을 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가축분뇨 퇴·
액비의 장기 연용시 중금속의 집적에 관한 환경영향 평가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축분뇨 퇴 ․액비 시용에 따른 옥수수의 출현율과 수확 

후 건물중을 조사한 결과는 Fig. 2와 같았다. 옥수수의 출

현율은 SCB 액비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낮았고, 다

른 처리구와도 통계적인 유의차가 있었다. 수확 후 건물중

은 화학비료 처리구가 가장 높아 통계적인 유의차가 있었

으나, 가축분뇨 퇴 ․액비 처리 간에는 통계적인 유의차가 

없었다. 

RDA (2009b)의 보고에 의하면 돈분뇨 액비와 화학비료 질

소 관비 재배에서 시비량이 같으면 오이의 수량과 생육량이 

같다고 하였고, Eghball and Power (1999)는 옥수수 생산

량이 가축분뇨를 시용함으로서 무시용보다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으며 Shin et al. (1999)은 돈분뇨 액비를 질소표준

량 대비 200% 시용할 때 사일리지용 옥수수 수량이 화학

비료구에 비해 17% 증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CB 액비 처리구에서 초기 출현율이 낮은 이유는 

SCB 액비의 T-N 함량이 다른 가축분뇨 퇴 ․액비에 비해 낮

아 질소를 기준으로 하여 시비한 결과 SCB 액비 시용량이 

많아짐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다른 성분들의 시용량도 많아 

토양 중 염이 다량 존재하여 초기 출현율에 영향을 준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초기 출현율이 낮아 수확 후 건물중도 

다른 가축분뇨 퇴 ․액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가축분뇨 퇴 ․액비 시용에 따른 옥수수의 수량 및 양분 

흡수량은 Table 4와 같았다. 옥수수의 수량과 양분 흡수량

은 화학비료 처리구가 가장 높았으며, 가축분뇨 퇴 ․액비 처

리구에서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처리 간에는 통계적인 유

의차가 없었다. 

Hwang et al. (2004)은 밭토양에 돈분액비를 기비로 전량 

시용하고 고추와 배추에 대한 성분을 조사한 결과, 고추는 

액비 시용으로 화학비료에 비하여 잎의 인산 및 칼리 함량

이 증가하였고, 질소, 칼슘 및 마그네슘 함량은 감소하였

지만, 배추 잎의 무기성분 함량은 화학비료구와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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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mount of corn harvest and nutrient absorption from corn-cultivated upland soils treated with livestock manure.

Treatment Harvest
Upper part (leaf+stem+grain)

N P2O5 K2O CaO MgO Na2O
kg 10a-1-1-1 ------------------------------------------------ kg 10a-1 ------------------------------------------------

Control A†  796 15.3 10.3  6.5 2.4 2.9 0.01
Control B 1,001 24.0 13.9 10.2 4.2 4.0 0.02
SCB‡  957 22.0 13.4  8.7 4.0 3.9 0.02
Storage  975 20.7 12.0  8.6 2.9 3.4 0.01
Digested  932 21.5 12.5  9.2 3.6 3.6 0.02
Compost  966 21.9 11.4  8.2 2.9 3.5 0.03

†Control A represents none of fertilizer, Control B represents Chemical fertilizer.
‡SCB represents SCB liquid fertilizer, Storage represents Storage liquid fertilizer, and Digested represents Digested liquid fertilizer.

Table 5. Nutrient utilization rate of corn from the upland field treated with livestock manure.

Treatment
Upper part (leaf+stem+grain)

N P2O5 K2O CaO MgO Na2O
----------------------------------------------------------------- % -----------------------------------------------------------------

Control A† - - - - - -
Control B 41.7 23.3 23.7 - - -
SCB‡ 27.8 88.8  9.4 47.4 97.9 0.2
Storage 26.4 42.1 16.2 10.9 43.0 0.0
Digested 18.2  2.8  9.5  2.4  2.0 0.1
Compost 33.1 18.7 29.7  6.1 24.3 0.3

†Control A represents none of fertilizer, Control B represents Chemical fertilizer.
‡SCB represents SCB liquid fertilizer, Storage represents Storage liquid fertilizer, and Digested represents Digested liquid fertilizer.

었다고 하였다. 또한, Choi (2008)도 토마토 및 오이에서 

화학비료와 돈분뇨 액비 처리간에 잎의 무기성분 함량은 차

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Park et al. (2010)도 토마

토에 돈분뇨 액비 및 화학비료를 관비한 결과 토마토 잎, 

뿌리, 줄기 및 과실 중의 무기성분 함량은 비료 처리구간

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가축분뇨 퇴 ․액비 시용에 따른 옥수수의 양분 이용율은 

Table 5와 같았다. 질소 이용율은 화학비료 > 퇴비 > SCB

액비 > 저장액비 > 혐기소화액 순이었으며 칼륨도 비슷한 경

향이었다. 그러나 인산의 이용율은 SCB 액비가 다른 가축

분뇨 퇴 ․액비 처리구에 비해 2.1~31.7%로 높았으나 처리

간의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양분 이용율은 작물별 가축분뇨 퇴․액비의 

시용시기 및 시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Kampf et al. (1985)은 액비 중 질소 이용율은 봄철

에 시용할 때는 50~75%, 가을이나 초겨울에는 30% 정도 

되었으며 액비의 질소 이용율을 개선하려면 무기질 질소비

료와 병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Vetter et al. 

1986). 또한, Park et al. (2010)은 돈분 액비의 관비처리에 

의한 토마토 재배에서 양분 이용률은 질소 15.8~36.7%. 인

산은 3.0~6.8%, 칼륨은 29.2~43.3%로 칼륨 > 질소 > 인산

의 순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축분뇨 퇴 ․액비의 시용은 액비의 종류와 상

관없이 화학비료구에 비하여 수량은 약간 낮으나, 토양 및 

작물에 대한 특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축분뇨 퇴 ․액비는 화학비료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간에 걸쳐 연속하여 사용하였을 때

의 중금속 집적 등에 의한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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