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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비가 시비된 밭 표면유출수의 총질소와 총인의 유출 특성

Runoff Characteristics of Total-N and Total-P in Upland Surface Runoff Treated 
with Livestock Manure Com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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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unoff characteristics in an upland livestock manure compost. Irrigation, runoff and water quality 

data in the upland were analyzed periodically from May to November in 2011. The observed amount of rainfall, irrigation, runoff 
for the experimental upland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were 1,299.7 mm, 32.0 mm, and 340.7 mm, respectively. The concentrations 
of T-N in compost and non-compost upland during study period were ranged from 2.09 mg/L to 6.66 mg/L and from 1.99 mg/L to 
6.01 mg/L, respectively. which was generally higher than the quality standard of agricultural water (1.0 mg/L). The concentrations of 
T-P in compost and non-compost upland during study period were ranged from 0.069 mg/L to 0.525 mg/L and from 0.018 mg/L to 
0.152 mg/L, respectively. The runoff pollutants loadings of T-N and T-P in compost upland were 10.05 kg/ha and 0.56 kg/ha, 
respectively. The runoff pollutants loadings of T-N and T-P in non-compost upland were 9.09 kg/ha and 0.26 kg/ha, respectively. The 
runoff pollutants loadings in T-N and T-P from this study were much lower values than the pollutant loadings of T-N and T-P from 
the upland published by the others studies. Runoff pollution loadings due to the upland field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crops, farming methods and a variety of targets taking into account regional characteristics by conducting continuous 
monitoring runoff load estimate will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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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축산농가의 축종별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가축사육두수의 증가와 더불어 가축분뇨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축산농가에서 주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는 퇴

비사, 톱밥축사, 발효시설처리 및 액비화 시설 등을 이용하여 자

원화되거나, 별도의 정화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03). 가축분뇨가 자원화되어 농경지에 투입

될 때 과다 시용되게 되면 투입된 농경지에서 강우시 비점오염

물질이 인근 수계로 유입되거나 지하수로 침투되어 지하수의 오

염을 초래하기도 한다. 축산업의 규모가 대형화되어 이에 따라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는 질소와 인과 같이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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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자원으로 적절히 재활용할 경우 토

양환경 개선과 자연 순환형 친환경 농업이 가능하나, 대규모 축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농경지에 대량 살포되고 투입되면

서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엔 노지재배지인 밭뿐만 아니라 

시설재배지의 토양에서도 양분의 축적이 심화되고 있다 (Jung 

et al., 2003). 이러한 결과로 토양은 염류가 집적되어 작물의 생

산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을 초래하

거나 장기적으로는 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Kwak 

et al., 2003).

가축분뇨가 하천과 수계에 유입되어 오염을 초래하므로 가축

분 퇴비의 활용방안으로 Kang et al. (2011)은 상추를 대상으로 

우분, 돈분, 계분 등 축종별 가축분 퇴비를 인산질 비료 대체원

으로 시용하여 친환경적인 가축분퇴비와 화학비료의 혼용 처방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Jung and Park (2000)은 식물생

육에 필요한 양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가축분 퇴비는 농경지

에 활용시 퇴비의 양분 함량과 작물별 양분요구량을 고려하여 

시용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으며, Kim and Jung (2000)

은 가축분뇨 퇴비를 과다하게 시용하면 질산염을 포함한 토양내 

엽류 집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시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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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국내의 가축분 퇴비에 관한 연구들은 토

양의 무기태 질소의 변화, 양분 이용률 및 각각의 재배작물의 퇴

비와 수량성 관계 조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퇴비와 액비 등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를 논과 밭 및 시설재배

지에 시비하여 각각의 작물 재배에 필요한 퇴비의 적정량을 규

명하는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Yoon et al., 2010), 

가축분뇨 퇴비가 시비된 농경지의 논이나 밭의 토양에서 강우 

유출에 의해 주변 하천 또는 지하수가 하천이나 수계로 유입되

어 오염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

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유역의 만경강 수계에 위치한 밭 

시험포장을 대상으로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 밭 유출수의 성

분을 조사하여 가축분뇨 퇴비가 시비된 밭에서의 유출 특성을 

파악하고 강우에 의한 표면 유출수의 영양물질의 특성을 조사하

여 향후 수계 및 유역에서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

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지역

본 연구지역은 전라북도 덕진구 덕진동 소재의 전북대학교 농

업생명과학대학내 농장 중 2개의 시험포장 지역이며, 북위 35° 

Fig.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50′ 48″, 동경 127° 07′ 54″에 위치하고 있다. 시험포장의 크기

는 5 m × 25 m로 2개의 시험포장은 퇴비구 (JBF)와 일반 일반

구 (JCF)로 구성된다 (Fig. 1). 퇴비구는 가축분뇨 중 우분을 이

용하여 만든 퇴비를 시비하여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일반구는 퇴

비를 시비하지 않고 대비구로 운영하였다. 시험구의 재배작물은 

고구마를 선택하여 2011년 5월 30일에 고구마 싹을 이식하여 

작물을 재배하였다. 

2. 수문관측 시설

본 연구를 위해 수문관측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시

험포장에서 강수량을 측정하기 위해 시험 밭 인근에 강우량계 

(CASELLA CEL Co., UK)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직접 강수량 자

료를 획득하였으며, 시험구의 관개량과 유출량을 조사하기 위해 

각 시험구의 유출구에 위어 (Weir)를 설치하고 수위 데이터 로

거 (VL-740 Valeport Co., UK)를 설치하여 10분 간격으로 유

출수의 수위를 관측하였다 (Fig. l). 

3. 토양 및 수질 분석

시험 밭에서의 토양의 물리성 분석을 위해 토양 시료는 각 처

리구의 표토 (0～10 cm)를 채취하였으며 입도분석은 입도분포

를 구하기 위하여 KS F 2302, 2309 규정에 준하여 No.200체에 

남은 시료는 체분석으로, No.200체의 통과분은 비중계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토성은 입도분석의 결과인 입경분포율을 

분석한 뒤 삼각좌표분류법으로 판정하였다. 또한, 시험토양의 이

화학성 분석은 퇴비를 시비하기 전 ․ 후의 표토와 심토를 채취하여 

건조하여 토양시료를 조제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pH와 EC는 

토양과 증류수를 1 : 5로 하여 pH는 pH meter (TOA, HM-21P)

로 측정하고, EC는 EC meter (TOA, CM-14PW)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유효인산은 Lancaster법, 토양유기물은 Tyurin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한편, 시험 밭의 유출수의 분석은 강우시 

유출이 발생할 때마다 각 처리구의 유출구에서 수질 시료를 채

수하여 4 ℃ 이하의 온도로 보관하면서 분석시료로 사용하였으

며, 시료 분석은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MOE) 수질

오염공정시험방법 (MOE, 2007)과 표준시험법 (APHA-AWWA 

-WEF, 1998)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항목 중 COD 분석은 

과망간산칼륨법, T-N은 환원증류-킬달법, T-P는 흡광광도법 

(ascorbic acid reduction), SS는 유리섬유거름종이법 등에 기준

하여 분석하였다.

4. 퇴비 시비 및 성분

시험구인 퇴비구 (JBF) 밭에 시비된 퇴비는 전북 완주군 고산



최진규․손재권․이현정․김영주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4(6), 2012. 11 31

Table 3 Irrigation water of compost (JBF) and non-compost (JCF) upland field in 2011

Date Time
Irrigation time

(hr)

Irrigation water

(L)

Irrigation water

(m3)

Irrigation depth

(mm)
Note

11/05/30 11:00∼12:00 1.0 800.0 0.8 8.0 

Compost 

and 

Non-compost

11/05/31 10:00∼11:00 1.0 400.0 0.4 4.0 

11/06/04 10:00∼11:00 1.0 400.0 0.4 4.0 

11/06/06 14:00∼15:00 1.0 400.0 0.4 4.0 

11/06/07 16:00∼17:00 1.0 400.0 0.4 4.0 

11/06/17 16:00∼17:00 1.0 400.0 0.4 4.0 

11/06/20 16:00∼17:00 1.0 400.0 0.4 4.0 

　Total　 7.0 3,200.0 3.2 32.0 

Table 1 Characteristic of compost used in the experiment 

Item
Moisture O-M O-M/N Cd Cu Zn Pb Ni Cr

(%) (mg/kg)

JBF 55.0 30.0 40.0 5.0 360.0 900.0 130.0 45.0 200.0

농업협동조합 경축 순환자원센터에서 제조된 가축분 부숙비료인 

가축분퇴비 (전북완주 14-가-20101호)이며 원료명 및 배합비율

은 우분뇨 70 %, 계분 10 %, 팽연왕겨 10 % 및 톱밥 10 %로 

구성되어 있다. 우분이 주성분이 퇴비 1포는 20 kg의 중량으로 

6 포대인 120 kg의 퇴비를 5월 29일에 퇴비구 밭에 전층 시비

한 후 밭갈이를 실시한 후 5개의 이랑을 만들어 비닐로 멀칭한 

후 5월 30일에 재식 거리 30～40 cm 간격으로 고구마 모종을 

각 이랑별로 100포기씩 총 500포기를 이식하였다. 한편, 가축분 

퇴비의 보증 성분량인 유기물 (O-M), 수분량, 유기물대질소비 및 

유해 성분량은 Table 1과 같다.

III. 결과 및 고찰

1. 강수량 

시험 유역에서의 측정된 작물재배 기간인 2011년 5월부터 11

월까지 7개월의 강수량을 보면 5월에는 123.8 mm, 6월 129.8 

mm, 7월 435.6 mm, 8월 395.4 mm, 9월 63.6 mm, 10월 

33.2 mm, 및 11월 118.3 mm의 강수량을 나타내었으며, 시험기

간의 총강수량은 1,299.7 mm를 기록하였다. 최대 월 강수량은 

7월로 435.6 mm를 기록하여 총 강수량의 33.5%를 나타내었으

며, 10월에 가장 적은 33.2 mm를 기록하였다. 최대 일 강수량

은 8월 9일에 기록한 181.4 mm이었고 다음으로 7월 10일에 

134.0 mm의 강수량을 나타내었다 (Table 2).

Table 2 Rainfall of the study area (Unit : mm)

Month 5 6 7 8 9 10 11 Total

Rainfall 123.8 129.8 435.6 395.4 63.6 33.2 118.3 1,299.7

2. 밭 관개량 및 유출량

밭에서 유출되는 관개량과 표면 유출수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퇴비구와 일반구 2개의 시험포장을 100 m2의 면적으로 조성하

여 재배 작물은 고구마를 재배하면서 관개량과 유출량을 측정하

였다. 밭에서의 관개량은 작물을 재배하는 기간에 공급된 수량으

로 작물 생육에 필요할 때마다 적정량을 공급하였다. 밭 시험포

장인 퇴비구와 일반구에서는 동일한 관개량으로 32.0 mm를 나

타내었다. 시험 밭의 초기 관개수량은 재배 작물인 고구마 싹을 

이식한 후 뿌리내림에 필요한 수량으로 공급되었으며 이후에는 

토양 표면과 작물에 수분 공급의 상태를 판단하여 적당량을 공급

하였다. 퇴비구와 일반구의 시험포장에 시기별 공급수량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한편, 각 시험구의 2011년 강우에 의해 밭에서의 표면 유출수

의 모니터링은 각 처리구의 배수 지점에서 강우시에 유출공에서 

실시하였다. 유출공에서 배수되는 유출량을 측정한 결과, 2011

년 시험지구인 밭에서의 6월부터 9월까지 총 강수량은 1,024.4 

mm이었고, 같은 기간 퇴비구의 밭에서 6월부터 9월까지 유출량

은 360.4 mm를 나타내어 유출률은 0.35를 나타내었고, 일반구

의 밭 시험포장에서는 유출량 349.0 mm를 나타내어 유출률은 

0.34로 나타났다 (Table 4). 시험포장인 퇴비구에서 일반구보다 

11.4 mm의 유출이 더 발생하여 유출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시험포장의 각 처리구에서 비슷한 유출량과 유출률이 발생

Table 4 Drainage water in compost (JBF) and non-compost 
(JCF) upland field in 2011

Time

(month)

Rainfall

(mm)

Compost (JBF) Non-compost (JCF)

Runoff (mm)/runoff ratio Runoff (mm)/runoff ratio

June 129.8 23.1/0.18 26.0/0.20 

July 435.6 167.5/0.38 155.9/0.36

August 395.4 151.4/0.38 147.8/0.37

September 63.6 18.4/0.29 19.3/0.30

Total 1,024.4 360.4/average 0.35 349.0/average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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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concentration of T-N and T-P of upland soil in 2011

Fig. 2 Drainage water of compost (JBF) and non-compost (JCF) upland field in 2011

한 이유는 시험포장인 일반구와 퇴비구의 각 처리구의 규모와 

이랑의 개수, 포장 기울기, 토성 등이 동일하며, 각 처리구에서 

이랑을 조성한 후 이랑을 비닐로 멀칭을 한 후 작물을 재배하였

더니 노출되는 지표면의 면적이 동일하여 각 처리구에서 밭 지

표면을 통해 유출되는 표면유출수량이 비슷하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3. 퇴비구 및 일반구 토양의 특성

연구대상지로 선정된 시험포장의 2개 시험구에서 일반구와 퇴

비구의 토양 표토 (0-10 cm)를 오거를 이용하여 채취하였으며 

토양의 물리성을 파악하기 위해 입도분석 실험을 실시하였다. 각 

시험구의 입도분석 실험의 결과를 삼각좌표법에 의한 흙으로 분

류하였더니 2개의 처리구 모두 사질 점토로 분류되었다. 이는 

Ahn et al., (2010)이 전북지역의 밭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인 사양토, 사실식양토, 사질 점토, 식양토, 및 식토 

등으로 분포되어 있고, 특히 사질 식양토가 50.0 %가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모래 함량이 많은 결과와 일치되지만 우리나라

의 채소 재배지 토양의 대부분 특성인 사양토, 양토, 미사질 양

토의 특성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able 5 Physical properties of the experimental soils before 
crop cultivation

Site
Particle (%)

Soil texture
Sand Silt Clay

Compost 52.4 41.2 6.4 sandy clay

Non-compost 56.6 39.8 3.6 〃

시험지구의 밭에서 2011년 5월부터 월 1회 이상 밭 토양을 

퇴비의 시비여부에 따라 퇴비구와 일반구로 구분하여 각 실험포

장에서 심도별로 10 cm와 20 cm로 구분하여 시료를 채취하였

다. 밭에서의 채취된 토양의 심도별 화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6과 Table 7과 같다. 퇴비구의 토양표토 (10 cm)에

서는 T-N은 856.6∼1,077.5 mg/kg, 평균 950.3 mg/kg이었

으며, T-P는 248.6∼356.1 mg/kg, 평균 321.9 mg/kg 이었다. 

그리고 토양심토 (20 cm)의 T-N은 821.4∼1,323.1 mg/kg, 

평균 1,091.1 mg/kg이고, T-P는 286.1～356.1 mg/kg, 평균 

321.2 mg/kg이었다. 한편, 일반구 밭에서 토양표토 (10 cm)에

서는 T-N은 956.7～1,186.4 mg/kg, 평균 1,073.0 mg/kg이었

으며, T-P는 282.9～356.1 mg/kg, 평균 324.9 mg/kg 이었다. 

그리고 토양심토 (20 cm)에서는 T-N은 980.2～1,209.9 mg/kg, 



최진규․손재권․이현정․김영주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4(6), 2012. 11 33

Table 6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upland soil cultivating sweet potato (surface layer 10 cm)

Date pH
EC T-N NH4-N NO3-N T-N (O) T-P Avail-P O-M CEC

Note㎲/cm mg/kg

11/05/20 6.52 285.0 1,077.5 21.0 14.2 951.1 356.1 70.8 3.25 10.72 

compost
11/06/20 6.21 228.0 1,000.6 25.1 13.3 849.6 248.6 87.1 2.60 11.75 

11/07/21 6.28 207.5 856.6 26.5 13.4 711.4 331.2 40.7 3.09 9.77 

11/08/23 6.35 187.0 866.5 27.9 13.5 573.2 351.8 65.7 3.58 7.79 

11/05/20 6.52 285.0 1,077.5 21.0 14.2 951.1 356.1 70.8 3.25 10.72 

Non-compost
11/06/20 6.76 231.0 956.7 31.0 14.6 821.2 346.1 88.9 2.91 9.17 

11/07/21 6.63 231.0 1,071.6 20.5 11.5 983.3 314.5 63.4 3.19 9.89 

11/08/23 6.50 231.0 1,186.4 23.7 8.4 1,145.4 282.9 37.9 3.47 10.61 

Table 7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upland soil cultivating sweet potato (surface layer 20 cm)

Date pH
EC T-N NH4-N NO3-N T-N (O) T-P Avail-P O-M CEC

Note㎲/cm mg/kg

11/05/20 6.78 271.5 1,042.7 18.1 14.6 922.5 356.1 50.9 2.99 9.88 

compost
11/06/20 6.63 244.5 821.4 25.6 18.7 674.4 333.1 62.2 2.39 8.16 

11/07/21 6.88 257.0 1,177.3 35.0 10.4 1,024.1 309.6 52.2 3.61 10.56 

11/08/23 7.13 269.5 ,1323.1 44.5 2.1 1,373.8 286.1 42.2 4.83 12.96 

11/05/20 6.78 271.5 1,042.7 18.1 14.6 922.5 356.1 50.9 2.99 9.88 

Non-compost
11/06/20 6.83 226.0 980.2 42.1 12.2 806.3 338.2 64.8 3.28 10.05 

11/07/21 6.32 226.0 1,095.1 32.7 15.6 951.4 322.2 49.9 3.65 10.64 

11/08/23 5.81 226.0 1,209.9 23.3 19.0 1,096.5 306.2 35.0 4.02 11.23 

평균 1,081.9 mg/kg이고, T-P는 306.2～356.1 mg/kg, 평균 

330.7 mg/kg이었다. 퇴비구가 일반구에 비해 표토에서는 T-N

의 함량이 초기에 높았다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며 T-P의 함량은 

낮았다가 7월 이후에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시

험 초기에 시비된 퇴비의 성분이 6월 중순 이후의 빈번하게 발생

한 강우로 인해 토양 표토층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심토

에서는 퇴비구가 일반구에 비해 T-N의 함량이 낮았다가 점진적

으로 높아지며 T-P의 함량은 작물의 생육 후기로 갈수록 대체

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Fig. 3). 한편, 퇴비구와 일

반구의 T-P 함량은 우리나라 전국 평균 함량인 607 mg/kg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성분들의 함량도 전국 밭 토양 평

균 함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험포장인 퇴비구와 

일반구 밭의 조성연대가 짧으며 숙전이 덜 된 미숙밭으로 임지 

토양과 유사한 산성 토양으로 석회, 고토, 가리 등의 함량이 낮

은 이유 때문으로 판단된다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09).

4. 표면유출수의 농도 변화

시험지구 밭의 유출수는 퇴비구와 일반구로 구분하여 조사하

였으며,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먼저 밭 퇴비구에서의 

2011년의 유출수의 농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조사기간 동안 수

온의 범위는 계절적인 변화와 비슷한 양상으로 19.0～25.5 ℃
의 범위로 평균 22.3 ℃를 나타냈었으며, pH는 6.21～7.12의 

범위로 평균 6.73을 나타내었다. EC의 경우에는 42.5～145.2 

㎲/cm, 평균 83.6 ㎲/cm로 나타났다. T-N의 조사기간 동안 

2.09～6.66 mg/L로 평균 3.60 mg/L를 나타내었으며, T-P의 

경우에는 0.069～0.525 mg/L로 평균 0.213 mg/L의 값을 보

여주었다. 한편, SS의 수질 농도는 339.5～1,983.8 mg/L로 평

균 692.6 mg/L를 나타냈었고, COD의 농도변화는 6.96～12.54 

mg/L로 평균 9.49 mg/L를, TOC의 농도는 8.22～16.63 mg/L

로 평균 10.93 mg/L로 나타났다. 

한편, 퇴비를 시비하지 않고 고구마를 재배한 일반구에서의 유

출수의 농도변화는 수온의 범위는 19.0～25.5 ℃의 범위로 평

균 22.3 ℃를 나타냈었으며, pH는 6.33～6.92의 범위로 평균 

6.70을 나타내었다. EC의 경우에는 53.9～120.1 ㎲/cm, 평균 

78.2 ㎲/cm로 나타났다. T-N의 농도는 1.99～6.01 mg/L로 

평균 3.60 mg/L를 나타냈었으며, T-P의 수질 농도는 0.018～
0.152 mg/L로 평균 0.018 mg/L의 값을 보여주었다. 한편, SS

의 수질 농도는 274.5～526.3 mg/L로 평균 413.7 mg/L를 나

타냈었고, COD의 농도변화는 6.24～19.36 mg/L로 평균 9.92 

mg/L를, TOC의 농도는 7.22～22.01 mg/L로 평균 11.23 mg/L



Fig. 4 Changes of drainage water quality of upland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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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adings of T-N and T-P of compost upland field (JBF) in 2011

Fig. 6 Loadings of T-N and T-P of non-compost upland field (JCF) in 2011

로 나타났다. 

퇴비구와 일반구의 표면 유출수의 pH와 수온의 농도 변화는 

생육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변화하는 경향을 보여주

었으며, EC의 수질 농도는 생육 초기에는 퇴비구에서의 유출수

의 농도가 높았다가 7월 이후에는 퇴비구와 일반구에서 수질 농

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COD와 TOC는 생육초기에는 

퇴비구에서 낮은 농도를 보이다가 강우가 많이 발생한 7월과 8

월에는 퇴비구의 농도가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한편, T-N의 농

도 변화는 퇴비구의 농도가 일반구에 비해 생육기 전체 시기에

서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퇴비구에 시비된 퇴비의 질소 

성분이 강우시 유출수의 농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한

편 T-P의 처리구별 표면 유출수의 농도를 보면 생육 초기에는 

퇴비구와 일반구의 수질 농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강우가 빈

번하게 발생한 8월 중순 이후에는 퇴비구의 농도가 일반구에 비

해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토양 입자와 결합된 퇴비 중의 

인산 성분이 강우에 의해 유출수의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 호소 수질환경기준 4등급인 농업용수의 수질 기

준은 T-N 1.0 mg/L 이하, T-P 0.1 mg/L 이하로 정해져 있는

데 퇴비구와 일반구 모두 전체 기간에 T-N은 기준치를 초과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P의 농도는 전체 생육기간 동안 퇴비

구와 일반구가 서로 근접한 농도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퇴비구에서의 8월 이후에는 일반구에 비해 높은 농도를 나타내

었는데, 이는 빈번하고 많은 강우량에 의한 퇴비 성분이 용해되

어 유출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5. T-N과 T-P의 유출부하량

본 연구는 밭 시험포장의 2개의 처리구를 가축분 퇴비의 시비

여부에 따라 퇴비구와 일반구로 구분한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출부하량으로 나타내었고, 이는 퇴비구와 일반구에서 유출이 

발생할 때의 유출수의 T-N과 T-P의 수질 농도와 각 처리구에

서의 유출수량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5과 Fig. 

6에 나타내었다. 2011년 밭에서 유출되는 단위면적당 유출오염

부하량은 퇴비구에서의 유출에 의한 T-N 부하량 10.05 kg/ha, 

T-P 부하량 0.56 kg/ha를 나타내었고, 일반구에서의 유출에 의

한 T-N 부하량 9.09 kg/ha, T-P 부하량 0.26 kg/ha를 나타내

었다. 기존 밭에서의 유출부하량을 보면, Lee et al., (2001)은 

팔당 유역에서 토지 이용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비점오염원의 발

생량을 추정한 결과 밭에서 T-N 7.0 kg/ha, T-P 0.542 kg/ha

로 보고하였으며, Kim et al., (2002)은 경안천 유역에서 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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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Loading of experimental upland field in 2011 (unit 
: kg/km2/day)

Class T-N T-P Note

Upland 9.44 0.24 NIER (2007)

JBF 8.23 0.46 Compost

JCF 7.45 0.21 Non-compost

비점오염원의 원단위 발생량을 T-N 7.7 kg/ha, T-P 4.8 kg/ha

로 조사하여 발표하였으며, Won et al., (2011)은 밭에서의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의 배출 특성을 분석하여 T-N 0.4～15.5 kg/ha 

(평균 7.6 kg/ha), T-P 0.3～7.2 kg/ha (평균 3.0 kg/ha)의 부

하량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T-N 부하량은 기

존 연구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T-P 부하량은 낮게 나타났다. 부

하량을 산정할 때 영향을 주는 인자중에서 수질 농도보다는 강

우에 의한 유출량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유출량이 증가하

면 부하량도 증가하므로 시험지구에서의 강수량의 편차에 의해 

시험지구에서의 부하량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험

지구 밭의 토양 특성에 따른 투수성에 따라 인산의 성분이 용해

되어 유출되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토성이 

사질 점토로써 투수성이 양호한 토양으로 인산 흡착량이 증가하

였고, 시험포장인 일반구와 퇴비구 밭의 경사도가 모두 0～1 % 

이내로 지표 유출량이 경사지 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지표

유출량으로 T-P 부하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시험포장의 규모와 토양 특성, 경사도 등을 고려하

여 시험포장을 선정하여 통일된 조사방법과 강우사상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시험 밭에서의 6월부터 9월까지 총 부하량과 국립환경과

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에서 제시한 토지계 지목별 발생부하원단위의 밭 (전)의 원단위 

부하량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NIER, 2007). 퇴비구

와 일반구의 T-N과 T-P 부하 원단위 모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기준 밭 원단위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T-N 부하 원단위

는 퇴비구가 일반구에 비해서는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었다. 또

한, T-P 부하 원단위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제시된 원단위에 비해 

퇴비구에서는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구에서는 낮은 부하 원단위

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밭의 오염부하 원단위 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출부하량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축분뇨 퇴비를 시비한 밭에서의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강우에 의한 유출수의 영양물질의 농도 및 유출부하량 특

성을 분석하고자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 가축분뇨 퇴비가 시

비된 퇴비구와 일반구로 시험포장을 구분하여 수문 및 수질 모

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험지구의 2011년 작물 재배 기간인 5월부터 11월까지 7개

월의 강수량은 33.2∼435.6 mm를 기록하였으며, 최대 월 강수

량은 7월로 435.6 mm를 기록하여 시험기간 총 강수량의 33.5 

%로 나타났고 최대 일 강수량은 181.4 mm의 강수량을 나타내

었다.

시험기간 밭에서 관개량 및 유출량은 32.0 mm와 340.7 mm

이었다. 관개량은 고구마 재배 기간 중 초기에 공급된 수량이며, 

유출량은 강수량에 의한 시험구에서의 표면유출량을 나타낸 것

으로 비닐 멀칭으로 토양 표면에 침투되는 양이 감소되어 유출

량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멀칭과 비멀칭 재배에 따른 후속 

시험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시험지구 토양의 삼각좌표법에 의한 토양 물리성은 일반구와 

퇴비구 모두 사질 점토로 분류되었다. 토양 화학성은 표토에의 

T-N은 퇴비구과 일반구에서 각각 856.6∼1,077.5 mg/kg와 

956.7～1,186.4 mg/kg이었으며, T-P는 각각 248.6∼356.1 

mg/kg와 282.9～356.1 mg/kg를 나타내었고, 퇴비구와 일반구 

심토의 T-N은 각각 821.4∼1,323.1 mg/kg와 980.2～1,209.9 

mg/kg이었으며, T-P는 각각 286.1～356.1 mg/kg와 306.2～
356.1 mg/kg를 나타내었다. 퇴비구가 일반구에 비해 T-N의 함

량은 표토에서는 초기에 높았다가 낮아지며 심토에서는 초기에는 

낮았다가 7월 이후에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T-P의 

함량은 퇴비구 표토에서는 초기에는 낮았다가 7월 이후에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심토에서는 전체적으로 낮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구와 퇴비구의 T-P 함량은 우리나라 전국 평균 

함량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시험지구 밭에서 표면유출수의 T-N의 농도변화는 퇴비구에

서 2.09～6.66 mg/L의 범위로 평균 3.60 mg/L, 일반구에서는 

1.99～6.01 mg/L의 범위로 평균 3.60 mg/L의 농도변화를 나

타내어 퇴비구의 농도가 일반구에 비해 생육기 전체 시기에서 높

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퇴비구에 시비된 퇴비의 질소 성분이 유

출수의 농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T-P의 농도는 

퇴비구가 0.069～0.525 mg/L로 평균 0.213 mg/L를, 일반구에

서는 0.018～0.152 mg/L로 평균 0.018 mg/L로 나타났으며, 

생육 초기에는 퇴비구와 일반구의 수질 농도 차이가 크지 않았

으나 생육이 활발했던 8월 이후에는 퇴비구의 농도가 일반구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어 토양 입자와 결합된 퇴비 중의 인산 

성분이 강우에 의해 유출수의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 호소 수질환경기준 4등급인 농업용수의 수질 기준은 T-N 

1.0 mg/L 이하, T-P 0.1 mg/L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퇴비구

와 일반구 모두 전체 기간에 T-N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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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구의 유출부하량은 퇴비구에서 T-N과 T-P는 각각 

10.05 kg/ha, 0.56 kg/ha를 나타내었고, 일반구의 T-N, T-P의 

유출부하량은 9.09 kg/ha, 0.26 kg/ha를 나타내었다. T-N과 

T-P 부하 원단위 모두 퇴비구에서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퇴비

구에서 일반구에 비해 T-N은 1.1배, T-P는 약 2배 큰 부하 원

단위를 나타내었다. 밭에서의 퇴비에 의한 표면 유출수의 오염부

하 특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작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

농 방법과 여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험포장을 조성하여 지

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출부하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새만금유역 농

업비점오염 저감기법개발 공동연구 제6세부 ｢새만금 간척농

지 비점오염 저감기술 개발｣” 과제의 일부 지원으로 수행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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