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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y and Forestry, and Ministry of

Construction,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are in charge of livestock manure management.
There are national statistics regarding the livestock industry such as the National Pollution Source
Survey, Livestock Statistic Survey, and Livestock-breeding Trend Survey. The current statistical
data are focused on the scale of livestock breeding and the production of livestock manure using
these data, but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database due to lack of information. In order to plan relevant
policies including management of livestock manure, the government established database systems
such as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f livestock manure, the integrated system of national
infectious animal-disease prevention, and the Sae-ol public administrative system. We have trie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of livestock
manure management by detecting problems in each level of the livestock manure life-cycle,
making use of the existing systems, and considering the electronic transfer system of livestock
manure. The services and functions of this comprehensive system include information of livestock
farmers, the production, collection, transportation, and treatment of livestock manure, the area of
agricultural land used for livestock manure, the report of approval and results on livestock manure
products, management of statistical information, management of civil affairs, and relevant mobile
application services. The system is made up of three processes: first, establishment of GIS-based
management database of livestock manure; second, establishment of a histor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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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수십 년간의 식생활 수준향상은 육류, 유제

품, 계란 등의 고단백 식품의 소비를 촉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축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축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환경적 측면에서 부작용을

함께 초래하였는데,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가축분뇨는 질소 및 인산 성분

의 함량이 높아 작물생산을 위한 비료로서의 가치

가 높은 반면에 수계로 유입될 경우에는 환경오염

원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경기

도 농업기술원, 2010).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2007년 처음으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축분뇨의 철저한 관리를 도모

하고 있다. 같은 법 제44조는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 안에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축산농가, 축종별 사

육두수, 가축분뇨의 발생, 처리, 방류지역 등에 대

한 방대한 자료가 매년 생성되고 있으나 전국 규모

에서 체계적인 자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

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 2006)에 의해 2012년부

터 가축분뇨에 대한 해양투기 금지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는 전량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

문에 처리체계 변동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 행정의

정밀도를 제고하기 위해 처리현황 조사와 데이터베

이스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와 같이 가축분뇨

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축분

뇨의 발생,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대량의

자료를 관리하고 분석하여 정책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가축분뇨관리 통합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축분뇨관리 통합환경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을 위하여 현재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가축분뇨 관련 정보관리 현황과 제

주도 가축분뇨이력관리시스템, 올바로시스템, 물환

경정보시스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가축분뇨

종합정보시스템 등 이미 구축된 가축분뇨 관련 DB

및 시스템을 분석하고, 현행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반영하여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통합환경정보시스템 발전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가축분뇨 발생·처리 및 정보관리

현황

1.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2010년 기준으로 전국 15만 축산농가에서 소·

돼지·닭 등 2억 7백만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

으며, 가축분뇨 발생량은 134 천톤/일에 달한다. 이

중 돼지와 소의 분뇨가 각각 43%, 42%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Table 1). 가축분뇨 발생

량은 각 축종별 발생원단위를 사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한우의 경우 꼬리표를 이용하여 전수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며, 돼지와 닭은 사육면적과 단위 사

육면적당 사육두수를 이용하여 발생량을 산정한다.

닭의 경우 비교적 사육장 규모와 사육두수가 비례

하는 관계를 보이나, 돼지의 경우 좁은 사육면적에

많은 수의 돼지를 기르는 경우가 많아 사육면적을

이용한 사육두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가축분뇨는 자원화, 정화처리,

해양배출의 형태로 처리되며 가축분뇨 중 87%는

퇴비·액비로 자원화되고 정화처리 및 해양배출은

각각 10%, 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소

와 닭의 분뇨는 전량 퇴비화 처리되며 양돈분뇨는

자원화 70.7%, 정화처리 24.0% 해양투기 5.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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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처리되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통계는 해양투기와 공공시설에 의한 처리량이 비교

적 정확하게 산정되고 있어 나머지 분뇨는 퇴비·

액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뿐 그 양이 정확히

산정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전

량 자원화되는 것으로 조사되는 소와 닭의 분뇨의

경우 실제로는 전량 자원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

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중·소농

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전국에 81개소의 공

공시설이 운영 중이며 29개의 시설이 설치 중에 있

다(환경부, 2012).

2. 가축분뇨 정보관리 현황

1) 부처별 소관업무

가축분뇨 관련 정부부처에는 환경부, 농림수산식

품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등이 있으며 각 기관

의 업무는 크게 가축분뇨 관리, 해양배출, 비료관

리, 처리기술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2).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업무는 환경부와 농림수산식

품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축산농가 인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농림수산식품부

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은 해양배출에 관

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은 비료

관리 및 가축분뇨 처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기술은 환경

부에서도 신기술 인증 및 검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

하고 있다.

2) 축산현황 조사

기존의 축산계 관련 통계자료는 대부분 사육두수

에 국한되어 있다. 실제 개별처리 유형 등에 따른

가축분뇨의 이동에 대해서는 전국오염원조사 자료

에 일부 수록되어 있으나, 담당자들이 각 기관별(가

축분뇨 공공처리장, 해양경찰청 등) 자료를 취합하

여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처리과정의

정보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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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mount of production and treatment of livestock manure in 2010
(unit: thousand capita, thousand ton/day, ( ) %)

Classification Number of
livestock

Daily
generation

Resourcification Manure treatment Ocean
dischargeSum Compost Liquid

fertilizer Sum Public
facilities

Private
facilities

Sum 207,010 134.1
(100)

117.4
(87.6)

107.3
(80.0)

10.1
(7.6)

13.7
(10.2)

9.8
(7.3)

3.9
(2.9)

3.0
(2.2)

Pig 11,188 57.1
(43)

40.4
(70.8)

30.3
(53.1)

10.1
(17.7)

13.7
(24.0)

9.8
(17.2)

3.9
(6.8)

3.0
(5.3)

Dairy cattle 508 19.1
(14)

19.1
(100)

19.1
(100) - - - - -

Korean cattle 2,748 37.7
(28)

37.7
(100)

37.7
(100) - - - - -

Chicken·Duck 192,566 20.2
(15)

20.2
(100)

20.2
(100) - - - - -

source: MOE, 2012.

Table 2.  Governmental duties in charge of livestock manure management

Classification Government Relative duties

Livestock manure
management

Ministry of Environment Licensing, guidance and supervision for livestock farm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Comprehensive resourcification and reuse of livestock manure

Ocean discharg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gistration of consignment for the ocean discharge of livestock manure

Fertilizer management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or Management of public standard of organic fertilizer using livestock manure

Treatment technolog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or Development and supply of livestock manure treatment technology

Ministry of Environment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of new livestock manure treatment technology



정확한 DB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축산현황 조사는 전국오염원조사, 가축통계조사,

가축동향조사로 크게 3가지 조사방법에 의해 수행

된다. 전국오염원조사는 업주명, 축종, 수육두수,

축사면적 등을 조사하고, 가축통계조사는 가축의

사육규모, 가축의 성별 연령별 마리수 등을 조사하

며 가축동향조사는 사육규모별 가구수, 연(월)령

별·성별 마리수 등을 조사한다(Table 3). 현재의

통계 자료는 주로 사육규모에 대한 조사를 행하고

있고 이 자료를 이용해 발생량을 산정하는 수준이

며, 이 외에 배출, 처리, 농경지 살포 등 다른 부분

에 대한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가축분뇨 관리가 필

요하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가축분뇨관리 관련 기존 DB 및 시스템 분석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 중에서 본 시스템과 관련

이 있다고 판단된 제주도 가축분뇨이력관리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올바로시스템, 물환경정

보시스템,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이상 환경부), 국

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농림수산식품부), 새올시스

템(행정안전부), 가축분뇨종합정보시스템(농촌진흥

청) 등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필요사항 및 장단점을

파악하여 향후 구축되어야 할 가축분뇨관리시스템

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1) 제주도 가축분뇨이력관리시스템

제주도 가축분뇨이력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의

발생, 배출부터 수집, 운반, 처리까지의 일련의 과

정 중 정보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개발된 시스템으로 양돈농

가별 가축분뇨 DB 구축 및 가축분뇨 운반 차량에

대해 항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Figure 1). IT 기술을 축산분야에 융합시켜 가축분

뇨 관리의 선진화를 이룬 좋은 예라 할 수 있으며 현

재 환경부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축분뇨 DB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 제주도 가축분뇨이력관리시스

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관리 통

합환경정보시스템 구축 시 제주도 지역의 양돈농가

에 대한 가축분뇨이력관리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

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으로 판단된다. 제주도 가축분뇨이력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양돈농가 관리: 축산농가에 대한 정보를 등록

하고 농가정보를 검색하여 조회

- 자원화업체 관리: 업체명 및 업체구분 등으로

등록된 자원화 업체를 검색

- 수집/운반차량 관리: 등록된 차량정보를 차량

번호 및 업체명 등으로 검색하여 조회

- 살포지 관리: 등록된 살포지 정보를 살포지명

및 소재지 등으로 검색하여 조회

- 살포량 관리: 살포일자, 살포량, 적산거리, 차

량번호 등 살포량 정보를 등록

- 수집량 관리: 등록된 수집량 정보를 수집일자

및 농장명, 차량번호 등으로 검색하여 조회

186 환경영향평가 제22권 제2호

Table 3.  Comparison of investigation methods of the livestock industry
Classification National Pollution Source Survey Livestock Statistic Survey Livestock-breeding Trend Survey

Survey date 12.31 last year 6.1, 12.1 3.1, 6.1, 91, 12.1

Survey term ~3.31 6.1~10, 12.1~10
(10 periods)

3.1~15, 6.1~15, 9.1~15, 12.1~15
(15 periods)

Interviewer Active government official in the
City·County 

Active government official in the
Eup·Myun·Dong, Village foreman

Active government official in the
Eup·Myun·Dong

Survey item

Farm name, Kind of livestock, Numver
of livestock, Livestock breeding area,
Playground area, Regulatory story, Type
of private treatment, Basic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Scale of livestock breeding, Sex of
livestock, Number of livestock according
to age, Change situation related to
livestock breeding

Number of livestock breeding farmhouse by
scale, Number of livestock according to age
and sex, Number of livestock according to
breed and fat stock, Change situation for last
3 month periods, Product of egg, etc

Survey
organizatio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or National Statistic Office



- 통계 관리: 기간과 농가명을 입력하면 그래프

와 일별 수집량 정보를 제공

- 차량 관제: 제주도 내 전체 81대의 분뇨 운송

차량에 대해 GPS를 설치하여 운반차량의 이동

경로, 축산농가 경유, 특정 지역 조회, 차량상

태 등을 조회

- 모바일 시스템: 가축분뇨이력관리시스템의 사

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앱 설치 후 사용. 수집량

관리, 살포량 관리, 운송차량 현황, 통계관리,

공지사항 읽기 기능을 수행

2) (폐기물)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 최종처리의 전 과정을 인터넷상으로 실시간 자

동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취합, 분석, 제공하여 폐기물 올바로

시스템의 사용자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다. 폐기

물 올바로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인·허가 민원처리 기능: 사업장폐기물

의 발생·운반·처리 및 수출·입 신고·허가

관할 감독기관의 인·허가 과정을 전산화하여

사용자와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성을 제고

- 폐기물 인계정보 관리기능: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역을 On-Line 및 RFID

기술을 이용하여 등록 관리(Figure 2-a)

- 폐기물 실적보고 기능: 폐기물 관련 실적보고

를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 통계분석 제공 기능: 올바로 시스템 내

에 축적되어 있는 폐기물 관련 통계정보를 다

양한 형태로 분석 제공하여 폐기물 관련 정책

수립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현재 제공

중인 통계자료로는 폐기물관련업체 분포현황,

지역별 폐기물 배출 및 분포 현황, 업종별 폐기

물 발생현황, 폐기물 종류별 발생현황, 처리 주

체별 폐기물 처리 현황, 지역별 폐기물 이동현

황이 있음(Figure 2-b)

-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기능: 건설폐기물 관련 정

보 이용 및 통계조사 전산화 등을 위하여 약 12

만 7천여개 업체가 가입·사용하고 있으며, 건

설폐기물 처리업체(약 430여개소)의 정보제공

- 올바로 지리정보시스템: 다양한 검색조건을 활

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업체를 지도상에서 확

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폐기

물 관련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축

된 시스템

- 수출입 폐기물관리 시스템: 수출입폐기물의 신

고·허가, 요건확인, 전자인계서 작성, 실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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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ramework of Allbaro system (http://www.allbaro.
or.kr/index.jsp)

(a) Structure of waste-takeover information management function

(b) Structure of waste statistic analysis service function

Figure 1.  Framework of livestock manure transfer management
system in Jeju province (http://jejuamts.net/)



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 사업장폐기물 감량정보 시스템: 사업장폐기물

의 원천적인 발생억제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공정개선, 친환경 원료 사용 등 사업

장 폐기물 감량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

을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3) 물환경정보시스템

대표적인 국내 환경 정보 DB인 물환경정보시스

템은 국내 수질측정망 지점에 대해 수질 측정자료

를 제공한다. 수질, 수리 및 수문 자료의 경우 사용

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을 할 수 있으며 자료실을

운영하여 매월 사용이 용이한 형태로 자료가 업로드

되고 있다. 또한 지도기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

용자가 편리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Figure 3).

이와 같은 기능과 정보제공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효율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을 제

고한다는 측면에서 가축분뇨관리 통합환경정보시

스템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질측정망의 수질 정보를 가축분뇨 DB에 연동시

킬 경우 사용자는 열람하는 지역의 가축분뇨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하류의 수질오염 정보

도 함께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4)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은 국내 토양측정망 지점

및 지하수 수질 측정망 지점에 대해 측정 자료를 제

공하고 있다(Table 4). 사용자는 원하는 기간의 토

양 및 지하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준 초과지

점만 분류하여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지도기

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자료

를 이용할 수 있다. 가축분뇨관리 통합환경정보시

스템에서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연동할 경우 사용자가 열람하는 지역의

가축분뇨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도 정보도 함께 이용 가능하다.

5)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질병발생의 사전예방과 정보화된 방역체계 마련

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예방/소독/소독현황에

12개 항목(소독일, 방제팀명, 농장명, 농장주, 주소,

업종, 대표축종, 사육두수, 예찰점검표, 농장차수,

이력조회, 마감)에 대한 자료가 입력되어 있으며,

전 축종에 대한 사육두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

다. 국가동물방역 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농장명, 농장주, 주소, 대표축종 등 기본정보와

사육두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해당 자료는 가축분뇨 관리DB로 구축되는

전국오염원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6) 새올행정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07년부터 내부행정, 민방위, 지역산업 등 22개

행정업무의 기반환경을 표준화·고도화해 보급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다. 제공하는 정보 중 가축분

뇨 배출시설현황이 포함되어 있으며 새올시스템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은 배출시설규모, 축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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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ap-based informationserviceofwater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http://water.nier.go.kr)

Table 4.  Information of observation network in soil-groundwater information system
Classification Sampling site Analysis item Frequency of analysis

Soil monitoring network 1,521 21 Annually 1 time

Groundwater monitoring network 2,457 20 Annually 4 times in qroundwater quality monitoring 
Annually 2 times in other case



리수 등 총 27개 항목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축

종별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고, 신고 및 허가 시

설에 한하여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가축분뇨 관리 측

면에서 사용하기엔 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한

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가축분뇨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가축분뇨 종

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축산농가의 축산환경 자가진단 등의 의사결정지원

과 축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설계도 등의 가축

분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표준설계도, 산업

체 소개, 자료실 등의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Figure 4). 그러나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산정과

관련된 정보는 제공하고 있으나 각종 축산정책, 축

산업체 소개 등 단순 홍보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어 전국 단위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유통 등

종합적인 관리시스템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III. 가축분뇨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가축분뇨 생애주기

가축분뇨는 Figure 5와 같은 생애주기(Life cycle)

를 가진다. 먼저 각 농가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는 발

생지에서 자체 처리하기도 하며 퇴비화 시설을 갖

춘 농가에서는 자원화하기도 한다. 자체 처리가 어

려운 곳은 수집 및 운반 차량이 가축분뇨를 수거하

여 퇴비·액비를 생산하는 자원화 시설로 이송하거

나 공공처리시설로 이송하고 있다. 자원화 시설로

운반된 가축분뇨는 퇴비화되어 농경지에 살포된다.

공공처리시설로 운반된 가축분뇨는 처리되어 수계

로 배출되며, 공공처리시설에는 해당 가축분뇨 처

리시설에서 전과정 처리하여 수계로 방류하는 단독

처리 형태와 일부 처리 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하는 연계처리 형태가 있다. 운반된 일부 가축

분뇨는 해양으로 투기하기도 했으나 2012년부터 가

축분뇨에 대한 해양투기 금지조치가 시행되었다. 또

한 일부 가축분뇨는 정상적인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

은 채 농경지 등으로 무단 투기되고 있다.

2. 가축분뇨 생애주기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과정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축산농가 및 처리업자, 재

활용 신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축

산농가에서 기록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서는 관리 업무가 용이해야 되며 체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하나, 현재 상황으로는 농장주에게 이러한

업무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실은 효율

적인 농장 기록 관리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되고 있

다. 가축분뇨 관리 정보화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각 생애주기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축분뇨 발생

가축사육의 합리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적정사육두수의 4배까지 사육되는 등 밀집사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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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f livestock manure
(http://www.nias.go.kr/envi/main.nias)

Figure 5.  Life cycle of livestock manure



조장되고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입지에 대

해 적극적인 규제가 되고 있지 않다. 주거 밀집지역

에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민원이 발생하거나 가축분

뇨가 각 지역에 산재되어 호소, 댐 등의 주요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관련 일지 작

성 제도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설치자

등이 유사한 내용의 일지 3종류를 작성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작성된 일지만으로는 가축사육 현황 파

악이 어렵고, 가축분뇨의 불법유통 추적·단속이

곤란하다.

허가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더 엄격한

입지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액분

리기 및 분·뇨의 분리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육면적에 두수를 병행

하는 규제 방안을 「축산법」에 근거하여 마련할 필요

가 있다.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상호 협의하

여 직접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

하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서 가축사육을 별

도 제한토록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던 축산시설의 승계

금지 및 별도의 기준으로 처리기준을 강화하고 가

축사육단지를 집적화, 현대화하여 효율적인 가축분

뇨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일지 등을 일원화하되 가축사육시설 운영 항목

등은 추가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폐기물 관리

의 “올바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전산화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축분뇨 보관

가축분뇨 보관 시 악취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

여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악취방지법」에서

축산시설과 처리시설을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하고

있으나,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

질적 규제가 곤란하다.

축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악취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악취배출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뇨 등 액상에 대해서

는 “가축폐수” 개념을 도입하고, 오염물질, 처리방

법, 배출허용기준, 측정방법 등을 규정해야 한다.

3) 가축분뇨 운반 및 처리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에서 소규모 축산농가의 이용률이 저

조하며 오히려 대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대부

분 처리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개별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규모 이상(허가 또

는 신고)의 축산농가에 의무를 면제해 주는 수단으

로 이용되고 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산재하여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수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또는 자원화에 대한 기술력 향상을 위한 재원이 부

족하기 때문에 가축분뇨 처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오염원인자인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매우 저조하다. 예를 들어,

금강유역환경청 관내 11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830 m3/일)의 운영비는 95∼100%가 지방비, 축

산농가의 이용요금은 0∼5%에 불과하다(환경부,

2011). 가축분뇨를 연계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

설에서도 반입 가축분뇨에 대하여 축산농가에 전혀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국비(환경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

계), 지방비, 대규모 기업형 축산농가에서 일정 비

율로 재원을 출자하여 “가축분뇨관리기금(가칭)”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용은 기존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지원으로 개

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오염원인자 부

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연계처리 시 유입

수 종류별로 적정한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

다. 축산농가가 자체 제조한 퇴비·액비의 경우「비

료관리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퇴비·

액비의 검사방법, 절차 등 규정이 없어 가축분뇨와

퇴비·액비 구분이 모호하다. 이로 인해 가축분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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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시 처벌할 수 있으나 저품질 퇴비·액비 유출 시

에는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저품질의 퇴비·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생각하여 화

학비료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별 축산농가에서 자체 퇴비·액비를 생산하는

것을 억제하는 대신 전문 자원화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

활용업자, 자원화시설 운영자 등 전문 업체에 대해서

퇴비·액비 성분 분석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액비 생산기준, 분석기관, 분석시기

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축분뇨와 음

식물 쓰레기, 무해성 하수슬러지 등을 혼합하여 퇴비

를 생산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퇴비·액비 시용에 따른 농경지의 N, P 축적상

태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토양 모니터링 제도가

없어 가축분뇨로 인한 농경지 오염도와 비옥도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농업

인 의식 조사결과 “퇴비는 비료가 아니다”라는 인식

이 팽배하여 가축분뇨로 생산된 퇴비 및 액비를 과

다 살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토양환경보전법」상시 측정 제도를 활용하여 농

경지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토양모니터링 제

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토양측정망에 퇴·액비 살

포 농경지에 대한 N, P, 유기물질, 항생제 측정항

목을 포함하여 농가의 적정 시비를 유도하는 근거

로 활용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 농경지 토양모니

터링 담당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IV. 가축분뇨관리시스템 구축 및 발전

방안

1. 가축분뇨 관리시스템 발전방안

정부정책으로서 일관성 있는 가축분뇨관리 정보

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개발되었거나 계획 중

에 있는 가축분뇨 정보관리시스템의 운용 모습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한 발전방향 제시가 요구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

수거체계 확립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 운

반,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전자인

계·인수제도의 도입을 계획 중에 있다. 좋은 예로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 이력관리시스

템」을 꼽을 수 있다. 환경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 생애의 전과정을 전국 규모

로 시스템화하여 가축분뇨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처리시설

의 유입, 방류랑 측정 장비와 시스템을 연계구성하

여 가축분뇨 처리량과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퇴비·액비와 관련된 부분 역시 데

이터화하여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

도 가축분뇨이력관리시스템은 양돈농가 및 자원화

업체 관리로부터 시작하여 차량관제, 모바일시스템

연동에 이르기까지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운반, 처

리과정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한다.

가축분뇨 관리 정보화의 발전방향은 환경부의 가

축분뇨 전자인계·인수 제도의 계획과 연계하도록

하며 제주도 가축분뇨이력관리시스템의 장점을 대

폭 수용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개선되는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의 일

관성 있는 발전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현재 가축분

뇨 관리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

템의 모습에 기초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가축분뇨 관리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

으며, 그로부터 가축분뇨 관리상 나타나는 대부분

의 문제점이 가축분뇨의 생성에서부터 전체 처리과

정에 이르기까지의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가축분뇨관리 통합환경정보시스템은 가축분뇨 처

리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모니터링 할 수 있

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투명한 수거와 적정

처리를 위해서 가축분뇨의 수집 및 운반 차량에 대

해서 상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위치기반 정보

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축분뇨

생애과정 단계별 개선방안과 그에 상응하는 발전방

향을 도출하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가축분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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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 비전을 “가축분뇨 생애과정 통합환경정보

관리”로 설정하였다(Figure 6).

가축분뇨 관리 정보화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축분뇨관리 통합환경정보시스템의 기

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농가정보: 각 농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

고 제공한다. 농장 주소, 사육 축종, 시설 규모,

자체 처리시설 구비 여부 등의 기본적인 자료

를 통해 농가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야 한

다. 또한 가축분뇨 발생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

하며 이를 통한 사전 정책수립 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발생: 가축분뇨의 발생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

고 제공한다. 개별 농가에서 분뇨 발생량, 분뇨

발생에 해당하는 축종 등을 입력하며, 생성된 자

료는 수거업체의 수거량과 비교 가능해야 한다.

- 수집 및 운반: 수거 업체명, 차량에 대한 기본

정보를 비롯하여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거한

가축분뇨에 대한 정보와 처리시설에 운반된 가

축분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각 수집 및 운

반 차량에는 GPS시스템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차량에 대한 기본정보를 조회하면 해당 차량의

이동경로 및 가축분뇨 운송량에 대한 정보 분

석이 가능해야 한다.

- 처리: 공공처리장의 시설명, 주소, 처리공법,

시설용량, 연계처리 여부 등 기본정보와 더불

어 유입량과 방류수 자료 및 폐슬러지 발생량

을 입력한다. 자체 처리시설을 갖춘 개별농가

에서도 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한다.

- 자원화: 자원화시설의 기본정보, 시설명, 주소

등 기본정보와 가축분뇨 매입량, 액비, 퇴비 생

산량, 등의 자료를 입력한다.

- 농지살포: 살포지명 및 소재지 등 퇴비가 살포되

는 농지에 대한 기본 정보와 살포일자, 살포량,

적산거리, 차량번호 등 살포량 정보를 입력한다.

- 가축분뇨 인·허가 및 실적보고: 폐기물 올바

로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축산농가 및 수집/운

반, 처리업자가 발생, 운반, 처리량 입력 자료

를 바탕으로 올바로시스템의 인·허가 과정을

함께 수행한다. 또한 각 처리단계의 업자들이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가축분뇨 관련

실적보고 자료를 가축분뇨관리 통합환경정보

시스템에서도 관리하고 이용가능토록 한다.

- 통계정보관리: 가축분뇨관리 통합환경정보시

스템 내의 방대한 정보를 이용자가 필요한 형

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예를 들어 축

산농가 분포 현황, 축산분뇨 발생현황, 축산분

뇨 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등이 있을 수 있다.

- 모바일 앱: 위에서 제시한 정보 입력, 열람에

대한 과정들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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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치와 시스템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능들과 더불어 민원관리 기능을 추가하

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발생 등의 민원 관련 서비

스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원 관련 사항

에 대한 관리 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므로 시스

템이 구축되고 안정화된 후에 민원관리 기능을 추

가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축분뇨 관리 정보화 로드맵

앞에서 제시한 가축분뇨관리 정보화 발전방향에

기초하여 작성한 단계별 정보화 추진 로드맵은

Figure 7에 나타내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서 구축한 GIS기반 가축분뇨 관리DB를 1단계로 상

정한 가축분뇨 관리 정보화 로드맵을 3단계의 과정

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정부 여러 부처의 각종 통계시

스템에 포함된 가축분뇨 관련 자료의 DB화와 물환

경정보시스템을 비롯한 환경정책시스템에 포함된

가축분뇨 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DB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동리별, 유역별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구축하여 향후 단계별 구축 예

정인 가축분뇨관리 통합환경정보시스템의 기초자

료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현

재 각종 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가

축분뇨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DB화한다.

2단계에서는 환경부에서 구축할 예정인 가축분

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연동하여 가축분

뇨의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과정(Life Cycle)에

걸친 이력관리를 위한 가축분뇨 전과정관리시스템

을 구축한다. 본 단계의 구축 과정에서는 현재 구축

되었거나 또는 구축 과정에 있는 외부의 각종 가축

분뇨 수집운반 시스템의 자료와 정보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시범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후 전국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3단계에서는 가축분뇨가 실질적으로 수질에 미

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질영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오염총량관

리 지원,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농지환원과 토양

내 양분 관리, 환경모니터링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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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한다. 수질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은 2

단계에서와 같이 시범지역에 우선 적용한 후 전국

확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V. 결 론

2010년 기준으로 전국 15만 농가에서 소·돼

지·닭 등 2억7백만 두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며,

가축분뇨는 13만4천 톤/일이 발생되고 있다. 가축

분뇨 중 87%는 퇴비·액비로 자원화되며 정화처리

및 해양배출은 각각 10%, 3%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가축분뇨 관련 정부부처에는 환경부, 농림수산

식품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등이 있으며 각 기

관의 업무는 크게 가축분뇨 관리, 해양배출, 비료관

리 처리기술 부분으로 구분된다. 축산현황에 대한

국가 통계조사는 전국오염원조사, 가축통계조사,

가축동향조사 등 3가지가 있으며 현재의 통계자료

는 주로 사육규모에 대한 조사를 행하고 있고 자료

를 이용해 발생량을 산정하는 수준에 있다. 또한 자

료 처리과정 중 정보 부재로 인해 DB구축에 어려움

이 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가축분뇨 관련 정보관

리시스템 중 제주도 가축분뇨이력관리시스템은 가

축분뇨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과정의 데이터를 수집

하며 분뇨 운반 차량에 대해 항시 감독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가축분뇨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은 가축분뇨종합정보시스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새올시스템 등이 있다.

가축분뇨 생애주기에서 단계별로 발생하는 문제

점을 파악하며 환경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인수

제도를 고려하고 기존 시스템의 장점을 수용하여

가축분뇨관리 통합환경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위해서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가축분

뇨관리 통합환경정보시스템의 기능과 제공 가능 서

비스에는 축산농가 정보, 가축분뇨의 발생, 수집 및

운반, 처리, 자원화, 농지사용량, 가축분뇨 인·허

가 및 실적보고, 통계정보관리, 민원관리, 모바일앱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가축분뇨 관리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GIS기반 가축분뇨 관리

DB 구축, 가축분뇨 전과정관리시스템 구축, 수질영

향평가 시스템 개발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된 로드맵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로드맵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4대강 수

계 중심의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

통계자료 생산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또한 시

군구별 가축분뇨 발생, 수집, 처리, 방류지역 등에

대한 공간적 분포 분석을 통해 가축분뇨 관리의 정

밀도를 제고함으로써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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