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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liquid fertilizer samples of resource organization, which are 
domestically produced and distributed, are analyzed. Major contents of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ratio of complete decomposition for liquid fertilizer is 49% at Public Resource 
Center and 33% at Liquid Fertilizer Supply Center. The combined ratio of both half-decomposed 
and un-decomposed liquid fertilizers is over 50% at both centers. 2. The ratio of complete 
decomposed liquid fertilizer, 67%, is the highest in Gangwon and Gyeonggi-do area. The ratio of 
un-decomposed liquid fertilizer is high in Chungbuk and Chungnam area. The sum of ratios of 
the half- and un-decomposed is over 60% in the areas except Gyeonnggi-do and Gangwon-do. 3. 
As a result of regional comparison of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liquid fertilizers, 
concentration variation in most of the items are large, and the degree of uniformity is found to 
be considerably low. In particular, concentration variation in T-N and NH4-N is the most 
noticeable. 4. The items that physicochemically correlated to the degree of decomposition of liquid 
fertilizer are appeared to be T-N, NH4-N, NO3-N, EC, SCODMn, and ORP. 5. The physicochemical 
average values of the liquid fertilizer estimated as “complete decomposed” are appeared to be T-N 
829 mg/L, NH4-N 517 mg/L, NO3-N 151 mg/L, SCODMn 1,205 mg/L, EC 10.32 mS/cm, ORP–
117.12 mV.
(Key words : Liquid Fertilizer Quality Certification, Main Level-Grading Factors, Evaluation 

Standards, Livestock Manure Public Resource Center, Livestock Liquid Fertilizer 
Supply Center, Measu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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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축분뇨에는 질소 (N)를 비롯한 인산 (P2O5), 
칼리 (K2O) 등 3대 비료성분과 유기물, 기타 

작물생육에 필요한 각종 미량물질이 다량 함

유되어 있으며, 토양개량제 역할도 함께 담

당하여 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토양환경 개선

과 자연순환 친환경농업 추진이 가능하다 (농
림부․환경부, 2004).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

른 기후 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축분

뇨를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양, 작물, 환경 등의 관계를 정확

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는 액비 이용 시 환경과 관련하여 정확한 검

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가축분뇨 처리

와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다 (임, 2008; 최 등, 2010). 가축분뇨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친환경농업육성법 (’98) 
및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 (’01), 악취방지법

(’08),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0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8) 등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및 가축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 

검토 등 가축분뇨의 국가적 통합관리가 현실

화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06년부터 

‘가축분뇨 자원화 전문위원회’를 두고 퇴비

화․액비화 등 가축분뇨 자원화 시스템에 대

해 전문가 평가 후 검증된 시설을 선정․보

급함으로서, 축산농가에게 품질․기술․경제성

이 확보된 우수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기

준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김, 2012). 
특히, 2012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

라 가축분뇨의 육상처리가 불가피해지면서, 
정부 및 양축농가는 자원화 확대를 위한 많

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공동자원화시

설은 94개소 (’12), 액비유통센터는 162개소

(’12)로 자원화조직을 확충하였다 (농식품부, 
2012).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용량과 

연계되지 않은 과밀사육 등으로 환경적 처리

능력에 비해 과다한 가축분뇨가 발생함에 따

라 가축분뇨의 노천야적, 미숙성 액비의 살

포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유발되며, 퇴․

액비의 부숙도 기준이 없어 저품질 퇴․액비 

생산에 따른 경종농가의 사용이 기피되고 있

는 실정이다 (최, 2011). 따라서 액비 품질관

리를 위한 부숙도, 악취판정 및 위해물질 기

준 등을 설정하여, 액비 품질불량 및 불균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액비 품질인증제’
의 도입이 시급하다 (국무총리실, 2010). 

농촌진흥청 비료관리법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 발효액”은 최소등급만을 제시하고 

있어 (비료관리법, 2011), 공동자원화센터 및 

액비유통센터를 통해 생산․유통되는 액비의 

품질은 균일하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가축

분뇨의 고품질 액비를 유통하기 위한 ‘액비 

품질인증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실제로 현장

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액비품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 등, 2012). 
본 연구는 국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센터 

및 액비유통센터 약 150여 개소에서 채취한 

액비 샘플을 토대로 이화학적 성상을 분석하

여 액비의 성분 균일도 및 화학적 특성을 알

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향후 가축

분뇨 ‘액비 품질인증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
표요소’ 및 ‘평가요소’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목표요소’ 및 

‘평가요소’ 중 균질성에 대한 자료를 도출하

기 위해 ①부숙도판정기의 판정자료를 통한 

지역별 액비의 부숙형태, ②이화학적 성상분

석을 통해 지역별 액비성상의 형태, ③부숙

도판정에 따른 이화학적 성상의 비교를 통하

여 그에 따른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및 방법

가. 재료
본 연구에서는 2012년 4월~5월동안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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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urity degree of liquid fertilizer in LMPRC* and LFSC**

Liquid fertilizer
producing site

Matured Semi-matured Immatured
Number Ratio Number Ratio Number Ratio

LMPRC* 18 49% 17 46%  2  5%
LFSC** 37 33% 53 47% 23 20%

LMPRC* (Livestock Manure Public Resource Center:가축분뇨 공동자원화센터) 
LFSC** (Livestock Liquid Fertilizer Supply Center:가축분뇨 액비유통센터)

약 150여 개소의 공동자원화센터 및 액비유

통센터를 대상으로 한 액비 부숙도평가를 통

해 채취된 액비샘플을 조사하였다. 액비샘플

은 1차적으로 액비부숙도판정기에 의해 부숙

도판정이 완료되었으며, 판정자료를 통한 지

역별 액비 부숙형태 및 이화학적 성상 등의 

상관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액비부숙도판정

기는 ‘액비샘플링→색도분석→악취분석→

통계처리→분류모델링 적용→부숙정도 결

정→분석결과 출력→분석완료’의 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부숙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

여 완숙, 중숙, 미숙의 등급으로 액비 부숙도 

여부를 신속하게 측정 할 수 있는 기기이다

(농진청, 2010).    

나. 시료 분석
액비샘플의 pH, 전기전도도 (EC: Electrical 

conductivity), 산화환원전위 (ORP: Oxidation 
Reduction Potential)는 각각 수질다항목측정기

(YSI 556MP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암모니아성질소 (Ammonium Nitrogen)와 질산

성질소 (Nitric Nitrogen)는 일본하수실험방법

(下水試驗方法, 日本, 1984)에 명시된 순서와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부유물질 (SS: Suspended 
Solid), 총인 (Total Phosphorus), 총질소 (Total 
Nitrogen), 용해성화학적산소요구량 (SCOD: Soluble 
Chemical Oxygen Demand)은 수질오염공정시

험법 (환경부, 2010)을 따랐으며, 총인과 총질

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흡광도계(UV/Visible 
Spectrophotometer, OTIZEN POP, Mecasis)를 

이용하였다. SCODMn의 경우 원심분리기

(10,000 rpm, 10 min)로 전처리한 시료의 상등

액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공동자원화센터 및 액비유통센터의 부

숙도판정 비율

축산 농가는 자체 농장에서 생산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해서는 살포장비와 노

동력이 재투입되어야 하며, 살포기술 등 전

문성이 낮기 때문에 액비유통이 원활하지 않

아 자원화 촉진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액비 전문유통

주체 등이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200 ha 이상 확보한 농업법인 등에 대하여 

액비유통센터로 지정하고 액비 살포에 필요

한 수거 및 운반차량, 액비살포 장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한편, 가축분뇨를 자체적

으로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개별농가의 어려

움을 덜어주고,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

환농업활성화와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등

에 대한 대비 및 전문적인 처리를 통한 퇴․

액비의 고품질화 전략으로서 1일 처리규모 

100톤 이상의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2007년

부터 추진하고 있다 (하, 2010). 
본 연구에서 수집된 공동자원화센터 및 액

비유통센터 약 150여 개소 액비샘플의 부숙

도판정기를 통한 부숙도 판정 결과에 따르

면, 공동자원화센터에서 부숙 49%, 액비유통

센터에서 부숙 33%으로 나타났다 (Table 1). 
전문적인 처리시설을 갖춘 공동자원화센터에

서의 부숙판정의 비율이 비교적 높으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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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turity degree of liquid fertilizer in each Province of LMPRC and LFSC.

Table 2. Regional distribution on maturity degree of liquid fertilizer in LMPRC and LFSC

Province
LFSC LMPRC

Matured
(%)

Semi-matured
(%)

Immatured
(%)

Matured
(%)

Semi-matured
(%)

Immatured
(%)

Gyeonggi 6(54.5)  2(18.2) 1( 9.1) 1( 9.1) 1( 9.1) 0(0)

Gangwon 3(33.3)  1(11.1) 1(11.1) 3(33.3) 1(11.1) 0(0)

Gyeongnam 3(13.0) 12(52.5) 2( 8.7) 2( 8.7) 3(13.0) 1(4.3)

Gyeongbuk 5(35.7)  7(50.0) 1( 7.1) 1( 7.1) 0( 0 ) 0(0)

Jeonnam 4(23.5)  7(41.2) 3(17.6) 2(11.8) 0( 0 ) 1(5.9)

Jeonbuk 6(27.3)  7(31.8) 2( 9.1) 1( 4.5) 6(27.3) 0(0)

Chungnam 2(10.0)  6(30.0) 5(25.0) 3(15.0) 4(20.0) 0(0)

Chungbuk 3(27.3)  2(18.2) 4(36.4) 1( 9.1) 1( 9.1) 0(0)

Jeju 5(21.7)  9(39.1) 4(17.4) 4(17.4) 1( 4.3) 0(0)

자원화센터 및 액비유통센터 모두에서 중

숙․미숙을 합한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액비품질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지역별 액비 부숙도의 형태

액비 부숙도판정기를 통하여 각각 부숙․

중숙․미숙으로 판정된 액비를 지역별로 분

류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양상을 각 지역별 백분율로 환산하

여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 강원도, 
경기도지역의 ‘부숙’ 비율이 67%로 가장 높

았고, 경남, 전북지역이 ‘중숙’, 충북, 충남지

역이 ‘미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강원도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의 액

비는 중숙과 미숙의 합이 60% 이상을 차지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사육밀집 

지역이면서도 비교적 해양배출의 의존도가 

높았던 경남, 전북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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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SS SCODMn

T-N NH4-N NO3-N

T-P EC ORP

Fig. 2. Average, maximum and minimum values on physico-chemical components of liquid 
fertilizer in LMPRC and LFSC.

다. 실제로 ’09년 기준 지자체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량을 경북․경남, 전북․전남이 각

각 약 70%, 16%를 차지했었으며 (국무총리

실, 2010), 이러한 양상은 그동안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따른 개별농가의 전문적인 액

비제조기술 등이 부족함과 동시에 액비품질

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3. 지역별 액비의 이화학적 성상 비교

공동자원화센터 및 액비유통센터의 액비에 

대한 균질도를 파악하기 위해 pH, EC, ORP, 
T-N, T-P, NH4-N, NO3-N, SCODMn, SS 등 9
가지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평균값 

및 최대․최소값을 지역별로 조사하였다 (Fig. 
2). 각 분석항목의 대한 평균은 pH 8.21, SS  

6,952 mg/L, SCODMn 1,794 mg/L, T-N 1,726 
mg/L, NH4-N 1,424 mg/L, NO3-N 103 mg/L, 
T-P 295 mg/L, EC 15.95 mS/cm, ORP–206.77 
mV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농도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균질도는 매우 낮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특히, T-N과 NH4-N에서 농도

편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SCODMn

의 경우에는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비교적 농도편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부숙도 판정 기준별 액비의 이화학적 

성상 비교

공동자원화센터 및 액비유통센터 액비샘플

을 부숙도 판정에 따라 부숙, 중숙, 미숙으로 

구분한 후 분석항목 결과와 비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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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   SS    SCODMn

  T-N   NH4-N   NO3-N

  T-P   EC    ORP

Fig. 3. Distribution of physico-chemical components on liquid fertilize in LMPRC and LFSC. 

대한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분석항목 중 특

히 T-N, NH4-N, NO3-N, EC, SCODMn, ORP 
항목에서 부숙도 판정 기준에 따라 두드러진 

형태를 보였으며, ‘부숙’으로 판정된 액비샘

플에서 T-N 및 NH4-N 1,000 mg/L 이하, EC 
10 mS/cm 이하, SCODMn 1,000 mg/L 전후, 
ORP 0~－100mV 범위에서 주로 분포되어 있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NO3-N의 경우 전반적

으로 농도가 낮았으나 ‘부숙’ 판정의 액비에

서 약 150 mg/L 전후로 비교적 높은 농도의 

NO3-N가 존재하였다. 
 그 외의 항목인 pH, SS, T-P의 경우 액비의 

부숙도 판정 기준과 이화학적 성상과는 특별

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연

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5. ‘부숙’ 판정된 액비의 이화학적 성상 

비교

공동자원화센터 및 액비유통센터 약 150개

소 액비샘플은 부숙도 판정기에 의한 부숙도

판정 결과 부숙 55개, 중숙 70개, 미숙 25개

로 각각 36.7%, 46.7%, 16.6%로 나타났으며, 
부숙도판정 기준에 따른 액비의 이화학적 성

상 비교조사에서 연관성이 비교적 큰 항목들

의 평균값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특히, ‘부숙’ 판정된 액비샘플의 이화학적 

성상 비교분석 결과 T-N과 NH4-N의 경우 

1,000 mg/L 이하의 농도에서 각각 74%, 90%
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NO3-N은 

100 mg/L 이상에서 42%, SCODMn은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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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Liquid fertilizer according to the maturity 
evaluation

Item Matured Semi-matured Immatured

T-N (mg/L)  829 2,140 2,543

NH4-N (mg/L)  517 1,830 2,285

NO3-N (mg/L)  151    82   60

SCODMn (mg/L) 1,205 2,106 2,215

EC (mS/cm)     10.32      19.00     19.82

ORP (mV) －117.1 －247.1  －291.1

mg/L 이하에서 57%, EC는 약 10 mS/cm 이하

에서 55%, ORP는 -150mV 이상에서 6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액비 품질

인증제’를 구축함에 있어 부숙액비의 ‘목표

요소’ 및 ‘평가요소’에 있어 액비 균질성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적    요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

고 있는 자원화조직체의 액비 샘플에 대해 

이화학적 성상을 분석하고, 액비의 성분 균

일도 및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향후 가축

분뇨 ‘액비 품질인증제’의 ‘목표요소’ 및 ‘평
가요소’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함

에 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공동자원화센터 및 액비유통센터 약 

150여 개소 액비샘플의 부숙도판정기를 통한 

부숙도 판정 결과, 공동자원화센터에서 부숙 

49%, 액비유통센터에서 부숙 33%으로 나타

났으며, 공동자원화센터 및 액비유통센터 모

두에서 중숙․미숙을 합한 비율이 50%를 넘

었다.
2. 강원도, 경기도지역의 ‘부숙’ 비율이 67 

%로 가장 높았고, 경남, 전북지역이 ‘중숙’, 
충북, 충남지역이 ‘미숙’의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경기도, 강원도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의 액비는 중숙과 미숙의 합이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3. 지역별 액비의 이화학적 성상 비교 결

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농도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균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특히 T-N과 NH4-N에서 농도편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4. 일반적으로 안정화된 퇴비의 경우 암모

니아성 질소의 농도는 매우 낮으며, 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인자를 퇴비 숙성도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황, 2009). 최 등의 연구에 의하면 돈분

뇨 액비를 장기간 폭기하였을 때 부숙이 진

행됨에 따라 EC와 암모니아 (NH3)의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액비의 부숙도 판정과 

이화학적 성상에 대해 비교적 밀접하게 상관

성을 가지는 항목으로서 T-N, NH4-N, NO3-N, 
EC, SCODMn, ORP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5. ‘부숙’ 판정된 액비의 이화학적 평균 성

상은 T-N 829 mg/L, NH4-N 517 mg/L, NO3-N 
151 mg/L, SCODMn 1,205 mg/L, EC 10.32 
mS/cm, ORP –117.12 mV.로 나타났다. 

최근 농업생산 방식은 화학비료, 농약 위

주에서 친환경농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소비자의 안전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2012). 액비 

부숙도판정기는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항생

물질 등 수의방역 및 위생적 측면에서는 한

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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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물리․생물․화학적인 분석 및 조사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    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가축

분뇨 액비 품질 인증체계 구축 연구’ (과제번

호: PJ907185)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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