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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종류에 따른 가축분퇴비의 화학성분 특성분석

Correlation between Raw Materials and Chemical Contents of Livestock Com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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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Ji-Hyun․Song, In-Hong․Kang, Moon-Seong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emical characteristic of livestock compost in association with livestock manure types 

(poultry, cattle, swine, and mixed manure). The livestock compost was collected from local nonghyup branches on a si-gun level. 
Chemical composition (nutrients, heavy metals etc.) of the samples was analyzed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Quality of most compost samples met the standard of fertilizer specifications. Poultry compost contains greater nutrients especially 
P2O (p-value＜0.01) and NH4-N (p-value＜0.05). Meanwhile swine compost has higher concentration in water content (p-value＜0.05) 
and heavy metals (p-value＜0.01 for Cd, Cu and Zn). Overall, poultry compost was correlated positively with nutrients while swine 
compost has positive correlation with water content and heavy metals. We expect that the study results can provide base data for 
determining compost types and amount for crop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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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축종별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가

축사육두수의 증가와 더불어 가축분뇨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Choi, et al., 2012). 가축분뇨는 오래전부터 작물 생

육에 매우 중요한 양분 공급원으로 활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토

양유기물 공급 및 토양개량제로 폐기물이라기보다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Jeong et al., 2012). 또한, 축산 분뇨의 부산물

퇴비 활용에 따라 자원 순환 및 환경 친화적인 농업으로의 대체 

자원 개발 효과와 지속가능성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99년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실시하면서 

부산물비료의 생산 및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런던

협약 ’96년 의정서에 의해 2012년 이후 축분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퇴비 등으로의 재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MEST & KISTI, 2008; Kim and Le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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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구분되어 

비료관리법에 근거하여 보증성분, 유해성분 등에 관한 비료공정

규격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보통비료는 비료성분의 농도가 높

고 성분별 함량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퇴비를 포

함하는 부산물 비료는 유기물 및 중금속 함량기준으로 규격이 

고시되어 있다. 다만, 2012년에 공정규격 개정 고시를 통하여 

기존의 유기질 비료가 부산물 비료로 바뀌면서 비료성분별 함량

기준을 따로 가지게 되었다 (RDA, 2012). 하지만, 가축분퇴비가 

주를 이루는 시중 유통 부산물비료는 원료의 종류에 따라 생산

되는 부산물비료는 화학적, 물리적 성분조성이 다양하여 품질관

리상 어려움이 많다 (MIFAFF, 2000).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투입할 때 과다 시용하게 되면 투입된 농

경지에서 강우 시 비점오염 물질이 인근 수계로 유입되거나 지

하수로 침투되어 지하수의 오염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도 한다 (Choi, et al., 2012; Won, et al., 2011). 퇴비를 비롯

한 부산물 비료는 질소 함량으로 기준으로 시용되는 것이 일반

적으로 Kim and Jung, (2000)은 가축분뇨 퇴비를 과다하게 사

용하면 질산염을 포함한 토양 내 엽류 집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

다고 하였다. 따라서 질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산의 과다시용

으로 토양에 인산이 축적되고, 강우와 함께 유출되어 물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Song et al., 

2012; Park et al., 2010; Lee et al., 2004). 또한, 축분퇴비는 

화학비료에 비해 중금속 함량이 높은 특성이 있어 분포특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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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필요하며, Kim and Han, (2008)은 농촌 소유역 하천의 중

금속 부하를 모니터링 한 바 있다.

Kwon et al. (2007)은 가축분뇨 종류에 따라 생산퇴비의 영

양물질 성분도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Kang et al. (2008)은 

부산물비료 품질을 분석하여 공정규격 만족여부를 조사한바 있

다. Nam et al. (2010)은 농협 지정 가축분뇨 퇴비 업체로부터 

생산된 퇴비를 대상으로 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퇴비에 의한 

유출수의 오염부하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Hong et al. (2000)

은 축분퇴비의 침출수 수질특성을 조사하였으며, Oh et al. (2007)

은 농촌 소유역 유출수의 오염물질 농도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Choi et al. (2012)은 우분 퇴비 시용 논에서의 유출수 및 가축

분뇨 퇴비가 시비된 밭 유출수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축분 퇴비 관련 연구는 대부분 유출수나 침출수 

유출특성 모니터링이나 단순 부산물비료 성분조사를 통한 공정

규격만족여부에 치우쳐 있어, 부산물 비료의 원재료 종류에 따

른 퇴비 성분의 특성 및 성분 간의 상관분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시 ․군에서 유통되는 가축분 

부산물퇴비를 대상으로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영양물질 및 중금

속 함량 등 화학성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축분 종류 및 

혼합비에 따른 퇴비성분과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가축분퇴비의 

화학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II. 재료 및 방법

1. 시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가축분퇴비의 시료 수집을 위

해 시 ․도별 부산물 비료 생산업체 등록현황 (Fig. 1)을 바탕으로 

광역단위 대표시료 수를 결정하였다. 연구대상 광역단위에는 농

지면적이 넓게 분포하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시지역인 광역시는 제외하였다. 퇴비 시

료 수는 먼저 광역단위로 대표 시료수를 미리 결정하고, 해당 광

역단위 내에 같은 수의 수집 대상 시 ․군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퇴비 시료의 수집은 선정된 시 ․군 단위의 농협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거나 또는 유선으로 연락하여 택배로 퇴비 시료를 전달

받았다. 일반 퇴비에 비해 유기물 함량기준인 높은 그린 퇴비는 

시중의 대형마트에 유통되는 퇴비를 구매하여 수집하였다.

2. 시료분류

Table 1은 지역별 및 가축분 종류별로 수집한 퇴비의 시료수

를 일반퇴비와 그린퇴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Province Number of the registered compost manufacturers

Gyeonggi 16

Gangwon  9

Chungcheong 24

Jeolla 20

Gyeongsang 15

Fig. 1 Number of provincial compost manufacturers and 
locations of sample collection

Table 1 Number of the collected compost samples by 
regions and ingredients

Region Gyeonggi Gangwon Chungcheong Jeolla Gyeongsang Sum

Sample 

numbers
9 (1)* 3 5 (1) 4 8 (1) 29

Ingredients Poultry Swine Mixture Others** Sum

Sample 

numbers
7 3 17 (4) 2 29

* The values in parentheses indicate the numbers of green compost 
collected.

** Nominal ingredient information of the compost were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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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livestock compost components and comparison with fertilizer specifications

Sample
OM NaCl H2O As Cd Hg Pb Cr Cu Ni Zn

(%) (mg/kg)

General 

compost

Mean 43.6 0.89 41.9 2.70 0.25 0.05 8.57 6.91 70.5 4.40 249.5

Max. 60.4 1.58 59.7 17.28 0.86 0.05 131.5 38.0 184.5 17.07 514.5

Min. 22.8 0.31 13.3 0.60 0.10 0.05 0.88 1.73 22.8 1.79 109.5

Regulation* ＞25 ＜2 ＜55 ＜45 ＜5 ＜2 ＜130 ＜250 ＜400 ＜45 ＜1,000

Green

compost

Mean 40.3 0.81 47.2 1.44 0.18 ND** 2.27 5.63 58.5 3.89 208.8

Max. 46.0 1.23 54.4 2.11 0.33 - 3.81 13.73 84.1 7.18 263.7

Min. 35.0 0.23 42.9 0.89 0.13 - 1.38 1.77 22.0 2.03 165.2

Regulation ＞30 ＜1.8 ＜55 ＜45 ＜5 ＜2 ＜130 ＜200 ＜360 45 ＜900

Sample
TN P2O5 K2O TOC

pH
NO3-N NH4-N

(%) (mg/kg)

General 

compost

Mean 1.79 2.38 2.37 25.5 8.41 394.4 791.6

Max. 4.59 4.76 5.81 35.0 9.44 1858.6 4809.9

Min. 0.76 0.22 0.85 13.2 7.32 27.5 107.1

Green

compost

Mean 1.47 2.12 1.78 23.4 8.33 422.8 266.3

Max. 2.06 2.43 2.35 26.7 9.17 1413.9 513.4

Min. 1.04 1.86 0.40 20.3 7.43 38.4 63.1

* Source : RDA fertilizer specifications (2012)
** Not detected

경기도에서 9, 경상도 8, 충청도 5, 전라도 4, 강원도 3개의 시

료를 수집하였고, 이는 4개의 그린 퇴비를 포함한 시료수이다. 

가축분퇴비는 계분, 돈분, 우분, 톱밥을 주원료로 생산되었고, 일

부 미량의 마분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축분의 종류에 따

라 단일 가축분을 원료로 하는 계분, 돈분 퇴비와 여러 축분을 

혼합한 혼합퇴비로 구분하였다. 퇴비성분은 퇴비 생산업체에서 

제공하는 명목성분함량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였고, 여기에는 

가축분 함량 이외에 왕겨, 수비, 버섯배지, 농작물잔사, 미생물제 

등의 성분함량도 포함하고 있다.

Table 2 Analytical methods for determining chemical com-
ponents of livestock compost

Item Methods

OM
Walkley-Black method

TOC

T-N Micro Kjeldahl method

K2O Bray No.1 method

H2O Pan evaporation method

Heavy metals Coupled plasma (Shimadzu) ICPS-7500

NaCl
Ion exchange chromatography method

NO3-N

P2O5 Bray No.1 method

NH4-N Absorptiometric analysis

pH Erectrometric glass electrode method

3. 시료 분석

수집한 가축분 부산물퇴비 시료 중 약 2 kg을 플라스틱 봉투

에 담아 밀폐하고, 서울대학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NICEM)

에 의뢰하여 화학성분 분석을 의뢰하였다. 화학성분 분석 항목에

는 유기물량, 비료성분, 중금속 등을 포함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

한 분석 방법은 Table 2와 같다.

4. 통계분석

가축분 종류에 따른 화학성분 농도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가축분 성분함량과 화학성분 상관성 분석을 위해 SPSS 통계 

소프트웨어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0, IBM Corp., 

USA)의 t-검정과 Pearson 상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화학성분 분석 결과

총 29개의 퇴비 시료의 화학성분 분석결과를 일반퇴비와 그

린퇴비로 구분하여 평균, 최소, 최댓값으로 나타내면 Table 3

과 같다. 농촌진흥청 고시에 제시된 비료공정규격을 같이 표시

하여 분석결과와 비교하였다.

부산물 퇴비는 유기물 (OM)이 영양물질 함량의 척도로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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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품질평가 기준의 하나이고, 일반퇴비 (OM 25 %)와 그린

퇴비 (OM 30 %)의 구분기준이 된다 (RDA, 2012). 비교공정규

격에는 이밖에 염분 (NaCl)과 수분, 그리고 중금속 함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수집 가축분 시료의 유기물 함량을 보면 

일반퇴비와 그린퇴비의 차이가 크지 않고, 평균 40 %를 초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 시료가 유기물 함량 기준에 약간 미

달하였으나 나머지는 모두 공정규격을 만족하였다. 중금속 함량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시료가 중금속 전 항목에 있어서 공정규

격에 비해 훨씬 낮은 함량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은의 경우 1개 시료에서만 미미한 농도로 검출되었고, 나머지 

시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그린퇴비의 중금속 함

량이 일반퇴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비료공정규격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비가 비료 대용으로 이용

된다는 점에서 영양물질 성분함량도 분석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퇴비와 그린퇴비의 영양물질 함량은 비슷하

게 나타났다. 다만, 인산의 함량이 평균 2.38 %로 질소의 1.47 % 

보다 더 많이 함유되고 있음은 특기할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퇴

비 시용은 작물의 질소 필요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상

대적으로 인산이 과다 시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작물의 인산 

흡수량이 통상 질소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고, 이렇게 과다 

시용된 인산은 토양에 축적되어 강우 시 토사와 더불어 유출되

어 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량의 퇴비 시용이 필

요하다. 질소의 형태별로 살펴보면, 일반퇴비는 주로 암모니아

태 질소로 존재하는 반면, 그린퇴비는 질산성 질소가 주요 존재 

형태이었다.

2. 가축분 종류에 따른 화학성분 비교

전국 광역 단위를 대상으로 수집한 총 29개의 부산물퇴비 중 

원료특성 및 성분함량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2개를 제외한 27

개의 부산물퇴비를 이용하여 원료 종류에 따른 성분분석을 실시

하였다. 수집된 가축분퇴비 시료의 주요 원료별 평균 구성비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가축분퇴비는 평균적으로 총 가축분 

약 56 %에 톱밥 25 % 가량으로 구성된다. 가축분 중에서 계분 

함량이 25 %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돈분과 우분이 각각 18 %

와 13 %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축분 종류별 영양물질 함량 분석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

었다. 

전반적으로 계분퇴비는 수분함량이 적고 유기물질이나 비료성

분 함량이 돈분퇴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분퇴비

의 총 질소 함량은 2.06 %로 돈분퇴비의 1.61 %에 비해 약 1.3

배 많았고, 대부분 암모니아태로 존재하였다. 이는 계분이 알칼

리성이 매우 높기 때문으로, 퇴비화 과정에서 pH를 낮추기 위해 

Table 4 Mean composition of the livestock compost samples

Components
Livestock manure

Sawdust Others*

Poultry Cattle Swine Subtotal

Mean composition 

of compost
0.254 0.131 0.178 0.563 0.247 0.190

* Others include rive husks, crop residues, etc.

Table 5 Nutrient content for different raw materials of 
livestock compost 

Sample
OM NaCl H2O TN P2O5 K2O TOC

pH
NO3-N NH4-N

(%) (mg/kg)

Poultry 

(n*＝7)
48.78 0.87 38.42 2.06 2.90 2.01 28.29 8.28 70.99 1666.83 

Swine

(n＝3)
43.16 0.84 55.75 1.61 1.20 1.73 25.04 7.68 555.48 120.80

Mix

(n＝17)
42.21 0.82 44.90 1.57 2.38 2.01 24.48 8.46 541.45 415.77

* Number of collected livestock compost

개량제를 사용하여 암모니아 휘발에 의한 질소 손실을 줄이게 

된다. 반면 돈분의 경우 질소가 계분과 달리 암모니아보다는 질

산태 질소의 형태를 띠고 있다 (p-value＜0.05). 또한 인산 농도

에 있어서도 계분퇴비가 돈분퇴비에 비해 2.4배 함량이 많았다. 

돈분퇴비는 수분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돼

지 분뇨 슬러리의 수분함량이 통산 95 % 이상으로 높기 때문이

다. 실제 퇴비 제조 시 수분함량이 70 % 이상이 되면 통기에 어

려움이 있어 퇴비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톱밥 

등과 같은 수분조절재를 첨가하게 된다 (RDA, 2007).

Fig. 2는 주요 영양물질 농도를 가축분 종류별로 그래프로 비

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계분퇴비가 영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

으며, 계분퇴비와 돈분퇴비 사이 질소의 존재 형태가 다름을 분

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축분 종류에 따른 중금속 함량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원료별 중금속함량을 비교해보면, 모든 규정 항목에 

대해 돈분퇴비가 계분이나 혼합퇴비보다 중금속 함량이 훨씬 크

게 나타났다. 특히 Cd, Cu, Ni의 경우 돈분퇴비의 함량이 계분

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크게 분석되었다 (p-value＜0.05). 다만, 

비료공정규격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은 없었다. 수은

의 경우 혼합분 1개 시료에서 미량으로 검출되었을 뿐 대부분의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돈분퇴비는 Cu 함량이 Zn와 함께 다

량으로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돼지 사육에 이용되는 생육촉진제

에 Cu 성분 함량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돈분의 전반

적으로 높은 중금속 수준은 수분조절재에 의한 희석효과로 인하

여 대체로 비료공정규격을 만족시키게 된다(Ko et al., 2004). 

Fig. 3은 가축분 원료별 중금속함량을 비교하여 도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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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nutrient content among livestock composts with different raw materials (The error bar represent 
standard deviation and the letters a, b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the 0.05 level)

Table 6 Heavy metals for different raw materials of live-
stock compost

Sample
As Cd Hg Pb Cr Cu Ni Zn

(mg/kg)

Poultry 

(n*＝7)
1.16 0.14 ND** 1.92 2.54 51.06 2.91 209.65

Swine

(n＝3)
10.08 0.65 ND 67.13 21.94 149.1 6.74 333.80

Mix

(n＝17)
1.89 0.22 0.05 3.88 6.78 67.15 4.53 226.30

* Number of collected livestock compost
** Not detected

으며, 중금속 항목에 따라 같은 가축분 원료 퇴비 내에서도 함

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같은 축분을 이용하더라

도 퇴비 제조과정에서 퇴비화 전처리 및 방법, 분뇨의 불균일성, 

수분조절재의 차이 등의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pstein, 

1997; Hsu et al., 2001). 모든 중금속 항목에서 돈분퇴비의 중

금속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일부 항목에 있어서 편차가 커서 

통계적 유의성은 Cd, Cu, Ni에서만 나타났다.

3. Pearson 상관분석

가축분퇴비의 원료 종류 및 혼합비에 따른 퇴비 성분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변수들 사이의 선형관계의 정도와 방

향을 수학적인 수치로 계산하는 이변량 상관분석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유의성 검정은 99 % 및 95 % 신뢰

수준에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계분이 함유된 퇴비는 인산, 가리, 암모니아태 질소와 양의 상

관성, 돈분 및 수분과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계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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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heavy metals among livestock composts with different raw materials (The error bar represent 
standard deviation and the letters a, b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the 0.05 level)

성상 수분이 적은 비료로서 질소, 인산, 가리 등 비료성분의 함

량이 높기 때문이다. 우분이 함유된 퇴비는 암모니아태 질소와 

음의 상관을 보이며, 돈분이 함유된 퇴비는 돈분 자체에 수분이 

많아 퇴비화 시 톱밥 등과 같은 수분조절재를 첨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톱밥과 수분에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Table 

6에서와 같이 돈분은 특성상 높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

에 퇴비화가 된 후에도 대부분의 중금속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

축분 2종 이상이 혼합된 퇴비 중 돈분과 우분의 평균 혼합비가 

40 % 이상으로 질소성분과 음의 상관을 보이는 돈분 및 우분의 

영향으로 혼합퇴비에서도 질소성분과 음의 상관을 나타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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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공정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인 톱밥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에서 이미 중금속 흡착용으로 널리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그 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Jeon, 2007). 본 연구에서 톱밥이 함유

된 퇴비는 특히 구리, 아연과 상관성을 보이는데, Dorris et al. 

(2000)은 톱밥을 이용하여 구리, 니켈, 아연이온 등을 흡착시키

는 연구를 수행하여 비교적 높은 흡착능을 얻은 바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 ․군에 유통되고 있는 부산물퇴비를 대

상으로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영양물질 및 중금속 함량 등 화학

성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축분 종류 및 혼합비에 따른 

퇴비 성분과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화학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

였다. 본 연구결과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총 29개의 퇴비 시료의 화학성분 분석결과, 유기물량, 영양

물질 등 대부분의 공정규격을 만족하였고, 특히 중금속 함량은 

중금속 전 항목에서 모두 공정규격에 비해 훨씬 낮아 전반적으

로 퇴비의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축분 종류에 따른 퇴비의 성분분석 결과, 일반퇴비와 그

린퇴비 모두 영양물질 함량의 큰 차이는 없었고, 인산의 함량이 

평균 2.38 %로 질소의 1.47 %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계분 퇴비는 유기물이나 비료성분 함량이 높았고, 돈분퇴비는 수

분함량이 높고, 특히 중금속 함량이 다른 축분퇴비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3. Pearson 상관분석 결과, 가축분 원료 및 혼합비에 따라 부

산물 퇴비의 영양물질 및 화학성분 분포 특성과 일정부분 상관

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분 함량은 퇴비의 비료성

분 (N-P-K)과 양의 상관성을 보였고, 돈분 함량은 퇴비의 수분 

및 중금속 성분과 높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4. 본 연구를 통해 가축분에 따른 퇴비 성분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가축분 부산물 퇴비는 전반적으로 인산함량이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질소를 기준으로 시비량을 결정하는 관행에 비추어, 

인산의 과다 시용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토양 인산축적 및 

유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가축분 퇴비 시비 시 인산함량

을 고려한 시비방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12년도 정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No. 2012R1A1A 

200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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