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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Horse manure general composition and contaminants, heavy metals content analysis was 
investigated as follows. 

The moisture content of horse feces was 76.1% and 96% for horse urine. The average T-N, 
T-P, T-K concentrations of the racing horse were 0.18%, 0.10%, 0.22% respectively and 2.88%, 
0.0015%, 0.84% for urine. And the average BODs, COD, SS concentrations were 26,906 mg/ℓ, 
36,642 mg/ℓ, 89,375 mg/ℓ respectively and 14,298 mg/ℓ, 7,484 mg/ℓ, 6,987 mg/ℓ for urine. In 
addition, the Cr, Cu, Ni, Cd, Pb, Zn concentrations of feces were 2.65 mg/kg, 7.05 mg/kg, 1.24
mg/kg, 0.07 mg/kg, 0.01 mg/kg, 45.11 mg/kg respectively and 1.52 mg/kg, 1.62 mg/kg, 0.00 mg/kg, 
0.03 mg/kg, 0.03 mg/kg, 4.49 mg/kg for urine on the fresh matter basis.

The end of the survey was that the quality of the compost can be used as a raw material, and 
manure is  necessary to constantly driven forward horse manure composting research
(Key words : Racing Horse manure, Production, BOD, SS, COD)

서    론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승마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되

고 있으며, 이에 따른 승용마의 사육두수도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말사육 농가는 1,528호 (내륙 568, 제주 960

호)이며 사육중인 말 사육두수는 약 27,517두

(농림수산식품부, 2008)20)이며, 앞으로 관광레

저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림수산식

품부 (2011)21)에서는 말 산업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말 산업육성을 통해 녹색레저 산업의 

확대에 대응하고, 농어촌 관광․문화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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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중에 있다.
특히, 승마 관련 시설 및 장비, 마사, 관리

사, 창고 등 사육 관련 시설 및 시설보완,  
마장, 자동보행기, 원형마장, 약․목욕장, 주

로 등 조련 관련 시설 및 시설보완, 수송차

량, 그레이더, 트랙터 등 장비 등의 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 지원 내역은 승마시설 및 사육조련시

설 및 밀 구입비 등에 각각 5억 원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승마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말 산업

은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으나, 말의 사육과 더불어 발생되

는 말의 분뇨의 적정 처리에 대한 연구는 전

무한 실정에 있다.
반면에, 주요축종인 젖소, 한우, 돼지, 닭 

등의 가축에 대한 분뇨에 대해서는 가축별 

분뇨 발생량 및 주요 비료성분에 대한 연구

(축산원, 2009)19)가 확립되어 있어 양축농가

들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가축분뇨는 식물의 영양소인 

비료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한 방

법으로 처리 이용하면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

질 및 미생물상이 개선되어 토양개량을 위한 

귀중한 자원 (J. G. Davis & A. M. Swinker, 
1996)4)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축산분뇨 발생

량을 비료성분으로 환산하면 질소량은 145.6
천 톤이며 인산이 124.4천 톤, 칼륨이 145.0천

톤 (축산원, 2009)19), 이는 국내 작물시비량을 

기준으로 질소 27만9천8백84톤의 86.7%에 달

하며, 인산 14만4백64톤의 53.6%, 칼륨 18만2
천5백99톤의 52.7%에 해당하는 양에 해당

(KREI, 2004)18), 하는 것으로 조사 보고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가축분뇨의 성분은 가축의 

종류와 연령 및 체중, 사료의 종류와 량, 급

수량에 따라 크게 변할 뿐 아니라 계절이나 

사양관리 및 축사관리 등의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의 경우에도 분뇨에 

대한 비료가치 구명을 통해 마분의 유기질 

비료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분의 특성구명

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말의 분뇨중 비료성분 및 오염물질 성분

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말의 분뇨가 오염원인 

아닌 유용한 자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핵심어 : 말분뇨, 비료성분, 오염물질, BOD, 

SS)

재료 및 방법

본 조사는 2011년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약 15일간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에서 실시하

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말은 한국마사회 장

수목장에서 사육중인 말 중에서 16두를 사용

하였다.
말의 분뇨를 채취하는데 있어서 외부인의 

마사에 접근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

문에 장수목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접 말의 

생분뇨를 채취하였으며, 채취방법은 말이 분

뇨가 마사 바닥에 떨어지면 오염이 될 수 있

기 때문에 소독된 시료 통을 이용하여 배설

하는 상태에서 분과 뇨의 시료를 채취하였

다.
채취한 시료는 아이스박스에 냉장보관 한 

후 실험실로 이송하여 말의 분뇨에 대한 비

료성분 및 오염물질 등을 조사하였다. 이때 

채취한 시료의 수분함량은 채취한 시료를 건

조하기 전에 무게를 잰 향량병에 10 g 정도 

채취하여 건조기 (Model : 14-LMC-135, 국제

과학)에서 105℃에서 5시간 정도 건조시켜 

데시게이터에 옮겨 무게를 측정하였다. 또한 

pH는 채취한 시료 원액을 100 ml 비이커에 

취하여 유리봉으로 저어주면서 Digital pH 
mater (Model : Origion 520A)를 buffer 용액으

로 잘 맞춘 후 조사하였다. 수질오염성분인 

BOD, SS, T-N, T-P는 수질오염공정시험법

(환경부, 1992)13)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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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horse manure
(unit : %)

Item 
Age
(yr.)

M.C*
Organic matter Ash T-N T-P T-K

FM DM FM DM FM

Feces

Less than 4 years
77.4
±1.5

20.4
±1.6

89.3
±1.5

2.5
±0.7

10.5
±1.1

0.12
±0.03

0.10
±0.01

0.23
±0.01

More than 4 years
74.8
±1.6

22.1
±1.3

87.9
±1.4

3.1
±0.5

12.2
±0.7

0.23
±0.02

0.12
±0.02

0.23
±0.01

A.V.**
76.1
±1.5

21.3
±1.5

88.6
±1.5

2.8
±0.6

11.4
±0.9

0.18
±0.03

0.11
±0.02

0.23
±0.01

Urine

Less than 4 years
96.4
±1.9

1.93
±0.9

50.4
±1.2

1.70
±1.2

49.6
±1.5

3.32
±0.2

0.003
±0.00 

0.81
±0.02

More than 4 years
95.6
±1.7

2.10
±1.2

45.6
±1.3

2.38
±1.6

54.6
±1.8

2.43
±0.4

0.003
±0.00

0.87
±0.02

A.V.**
96.0
±1.8

2.02
±1.1

48.0
±1.3

2.04
±1.4

52.1
±1.6

2.88
±0.3

0.003
±0.00

0.84
0.02

M.C*  : Moisture Content 
A.V.**   : Average.

고 분뇨내 비료성분인 질소성분은 A.O.A.C 
(1990)1)에 의거 켈달방법으로 분석하였고 

P2O5는 습식분해 후 Lancaster법으로 분석하

였으며, K2O는 전처리 후 원자흡광도계 (Model 
AA280FS, Varian)에서 각 성분의 용액으로 

검량선을 작성한 후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말 분뇨의 비료성분 특성

말 분뇨의 비료성분 및 오염물질 등의 특

징을 조사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의 수분함

량, 유기물 및 비료성분 등을 조사한 결과 

Table 1과 같다. 
말의 분중 평균 수분함량은 76.1%로 조사

되었으며, 뇨의 수분함량은 96.0%로 조사되

었으며, 4살 이하의 마분의 수분함량은 약 

77.4%로 4세 이상 분의 수분함량인 74.8%로 

약간 높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말의 뇨중 수

분함량이 경우에도 4세 이하 96.4%, 4세 이

상 95.6%로 뇨중 수분함량에서도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물기준으로 말의 분에 함유된 유기

물함량은 21.3로 조사되었으며, 뇨의 경우에

는 수분함량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작용되어 

현물내 유기물량이 약 2.0%로 조사되었다. 
또한 4세 이하의 말의 분에서 OM 및 Ash성

분이 4세 이상의 말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의 원인은 마분의 

수분함량에 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리

고 비료성분인 T-N, T-P, T-K의 경우에는 말

의 연령에 따른 성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질소성분의 경우 4세 이

하 0.12%인 반면에 4세 이상이 0.23%로 높

게 조사 되었으나, T-P 및 T-K 성분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MWPS–18(2004)2)에서 제시한 T-N, 

T-P, T-K의 성분이 각각 2.34%, 0.34% 및 

0.71%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T-N, T-P, T-K의 성분이 각각 2.14%, 0.33% 
및 0.70%로 조사 (R, James, ’008), 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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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ollutants (BOD, COD, SS) concentration of horse manure

Items
Age
(Yr.)

pH
BOD5

(mg/ℓ)
CODMn

(mg/ℓ)
SS

(mg/ℓ)

Feces

Less than
4 years

7.12
±0.05

24,462.5
±1,235.5

34,765.5
±2,365.0

58,250.0
±6,589.5

More than
4 years

7.08
±0.04

29,350.0
±2,215.2

38,529.5
±1,265.0

68,750.0
±8,759.5

A.V.*
7.10
±.05

26,906.3
±1,725.4

36,647.5
±1,815.0

63,500.0
±7,674.5

Urine

Less than
4 years

8.59
±0.12

5,300.0
±562.5

3,960.0 
±265.0

1,379.5
±325.5 

More than
4 years

8.37
±0.14

7,550.0
±251.5

4,048.5
±365.5

1,300.0
±250.5

A.V.*
8.48

±0.13
5,425.0
±907.0

4,004.3
±315.3

1,339.8
±287.5

A.V.* : Average.

E. S, ’009), Gardner & R. Wrigl, ’9811), Ohio 
state (’92), Massachusetts, ’03)6), Minnesota, 
’009)된 성적보다는 낮게 조사되었다. 이의 원

인은 외국과 국내의 말 사양관리 및 급여되

는 사료가 다른 것에 기인 된 것으로 판단되

어졌다.
또한 말 분뇨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염물

질인 BOD, COD 및 SS 성분을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았다. 말의 분중 평균 pH는 7.10
로 조사되었으며, 뇨의 pH는 8.48로 말의 뇨

성분의 pH 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말의 성장단계에 따라서 4세이하의 

말의 분뇨의 pH는 각각 7.12, 8.59로 4세 이

상의 말의 분뇨인 pH 7.08, 8.37 보다 약간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평균은 마분 26,906.3 mg/ℓ, 마뇨 5,425.0 mg/
ℓ로 조사되었으며, 4세이하 말의 분뇨 BOD
가 각각 24,462.5 mg/ℓ, 5,300.0 mg/ℓ로 4세

이상 분뇨의 BOD 29,350.0 mg/ℓ, 7,550.0 mg/
ℓ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COD (Chemical Oxygen Demand, 화학

적산소 요구량)의 평균은 마분 36,647.5 mg/ℓ, 
마뇨 4,004.3 mg/ℓ로 조사되었으며, 4세 이하 

말의 분뇨 COD가 각각 34,765.5 mg/ℓ, 
3,960.0 mg/ℓ로 4세 이상 분뇨의 COD 38,529.5
mg/ℓ, 4,0480.5 mg/ℓ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SS (Suspended Solid, 부유물질)도 

말의 분뇨에서 각각 63,500.0 mg/ℓ, 1,339.8 mg/ℓ
로 조사되었으며 성장단계별로는 같은 경향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환경부 (2004)17), 국립환경연구원14, 15, 16)

에서 조사한 말 분중 오염물질인 BOD 42,500
mg/ℓ, COD 66,916 mg/ℓ,SS 50,366 mg/ℓ 보

다 낮은 수치로 조사되었으며, 말의 뇨에서

도 BOD 7,250 mg/ℓ, COD 2,933 mg/ℓ,SS 
3,523 mg/ℓ인 환경부 (2004)17), 국립환경연구

원14, 15, 16)에 자료와 비슷한 경향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말의 분뇨중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Table 3과 같다. 말의 분과 뇨의 중금속

함량 중 Cr은 각각 2.65 mg/kg, 1.52 mg/kg으

로 조사되었으며, Cu 성분도 7.05 mg/kg, 1.62 
mg/kg으로 조사된 반면에 Ni 성분은 말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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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eavy metals (Cr, Cu, Ni, Cd, Pb, Zn) concentrations of horse manure
(unit : FM, mg/kg)

Items
Age
(Yr.)

Cr Cu Ni Cd Pb Zn

Feces

Less than
4 years

0.00
±0.0

7.95
±0.12

1.08
±0.02

0.10
±0.01

0.00
±0.00

46.58
±0.12

More than
4 years

5.30
±0.02

6.15
±0.20

1.40
±0.02

0.03
±0.01

0.03
±0.00

43.65
±0.14

A.V.*
2.65

±0.01
7.05

±0.16
1.24

±0.02
0.07

±0.01
0.02

±0.00
45.12
±0.13

Urine

Less than
4 years

3.43
±0.03

1.08
±0.08

0.00
±0.0

0.05
±0.01

0.01
±0.0

2.08
±0.02

More than
4 years

0.00
±0.00

2.06
±0.08

0.00
±0.0

0.00
±0.00

0.03
±0.00

7.24
±0.04

A.V.*
1.72

±0.02
1.57

±0.08
0.00
±0.0

0.03
±0.01

0.02
±0.00

4.66
±0.02

A.V.* : Average.

뇨에서 각각 1.24 mg/kg, 0.0 mg/kg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Cd와 Pb에서도 같

은 경향으로 낮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반면

에 Zn 성분의 경우에는 말의 분과 뇨에서 각

각 45.1 mg/kg, 4.94 mg/kg 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RCDs (’00)5) 
및 EPA (’12)5) 조사 보고한 Cu 1 mg/kg, Ni 1
mg/kg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급여하는 사료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    요 

말의 성장단계별 분뇨의 시료를 채취하여 

비료성분 및 오염물질 성분을 채취하여 분석

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1. 말의 분뇨의 수분함량은 각각 76.1%, 

96.0%로 조사되었다.
2. 또한 말의 분 중 유기물함량은 21.3%로 

조사되었으며, 뇨는 약 2.0%로 조사되었다. 
3. 또한 말의 분뇨 중 비료성분인 T-N, T-P, 

T-K의 성분이 각각 0.18%, 0.10% 및 0.23%
이며, 뇨는 각각 2.88%, 0.0015% 및 0.84%로 

조사되었다.
4. 말 분뇨의 오염물질을 조사한 결과, 말

의 분뇨의 pH는 각각 7.10, 8.48이며, BOD는 

분이 26,906.2 mg/ℓ, 뇨는 14,298.9 mg/ℓ, COD
는 분이 36,642.3 mg/ℓ,　뇨는 7,484.3 mg/ℓ, 
SS (Suspended Solid, 부유물질)은 분에서 

89,375.0 mg/ℓ, 뇨에서 6,987.0 mg/ℓ로 조사

되었다.
5. 말의 분과 뇨의 중금속함량 중 Cr은 각

각 2.65 mg/kg, 1.52 mg/kg으로 조사되었으며, 
Cu 성분도 7.05 mg/kg, 1.62 mg/kg 으로 조사

된 반면에 Ni 성분은 말의 분뇨에서 각각 

1.24 mg/kg, 0.0 mg/kg으로 조사되었다.
6. 따라서 말의 분뇨는 퇴비원료물로 사용

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으며, 향후 

승마사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말의 분뇨 발생

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적정 처

리하기 위해서는 퇴비화 방법으로 자원화가 

가능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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