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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축산시설은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점차 기업화되고 있으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을 밀집 사육하고 있다. 가축분

뇨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발생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

여 살포할 수 있는 경지면적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경지면적은 2008년 1,759천 ha에서 2017년 

1,621천 ha로 10년 사이에 약 8%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

면에, 주요 가축사육두수(한·육우, 젖소, 돼지, 닭)는 같은 기

간 동안 132백만 마리에서 186백만 마리로 29%가 증가하였

다.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발생과 처리

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악취와 같은 환

경적인 문제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은 자원화, 정화처리, 에너지화, 소각 등이 있으며, 이 중

에서 경제성과 효용성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환원하는 것이다(Yoo, 1996). 

가축분뇨 퇴액비는 질소, 인산, 칼륨 등 작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와 함께 다양한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과거부

터 친환경 유기질 비료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과다 사용되

거나 부숙이 덜 된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계, 토

양, 대기에 대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악취 및 미세먼

지를 발생시켜 주변 농가·민가에 피해를 준다(Lee, 2007; 

Shin 등, 2017). 가축분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퇴액비의 올바른 사용과 무기질 및 유기질 비료를 

포함하는 양분의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양분의 발생

량과 사용량을 과학적 및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

만, 토양의 성질과 재배작물의 특성, 수계와의 거리 등에 따라 

지역적으로 양분 소모의 특성이 복잡하여 토질, 대기질, 수질

에 미치는 양분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Fernall, 2010). 

양분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및 종합적인 영향을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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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양분수지가 활용될 수 있다. 양분수지(Nutrient balance)

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농경지에 유입되는 양분투입량

(Input)과 농경지에서 소비되는 양분산출량(Output)의 차이

로 산정되는 것으로 양분이 환경에 잠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 및 정량화하여 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양분투입

량에는 보통·유기질비료 투입량, 가축분뇨 발생량, 생물학적 

질소고정량, 질소의 대기침적량, 파종식재용 재료를 통한 유

입량을 포함하며, 양분산출량은 작물생산량과 사료작물 생산

량으로 나누어진다. OECD에서는 양분수지를 양분관리를 위

한 지표로서 활용하고 있으며(Kremer, 2013), 우리나라에서

도 매년 국가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양분수지를 산정하여 

OECD에 제출하고 있다(KLEI, 2018). 우리나라의 양분수지

는 질소 기준 245kg-N/ha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와 농경 특성이 유사한 일본(153 

kg-N/ha), 농경지 대비 가축의 사육밀도가 높은 네덜란드

(140kg-N/ha)와 벨기에(132kg-N/ha의 양분수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약 40% 높은 수치이다(OECD, 2017). 

Lee (2003)은 농경지에서 농업활동으로 인한 양분의 입·출

입을 모니터링하여 양분수지를 산정한 바 있다. 농경지 뿐 아

니라 양분을 지역단위로 산정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Kim 

과 Kim, 2005). 유럽의 축산 및 농업방식이 우리나라와 차이

가 있기가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양분수지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Hong 등, 2006), 농경지에서 

축산분뇨의 사용실태를 축산 선진국들과 비교를 하여 단위 면

적 당 양분부하율을 산출하였고(Kim 등, 2008), 작물별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투입되는 양분의 양을 비교하여 양분의 토

지 부하량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KREI, 2015).

양분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입되는 양분의 양을 줄이

고 작물생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양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가축의 사육두수를 줄이거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양분유입을 줄이는 방법과 농경지를 확장하여 양분산출을 늘

리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반면 자

원순환농업을 고려한 조사료생산은 기존의 농경지에 이모작

으로 또는 휴경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

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조사료는 1년에 최대 3회까지 경작

할 수 있으며, 생산속도가 빨라 많은 양분을 빠르게 소비하는 

특징이 있어 양분관리를 위하여 우선 고려될 수 있는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A 

시), 밭 중심의 넓은 농경지를 가진 지역(B 시), 논 중심의 농경

지를 가진 지역(C 시)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시군을 대상으

로 양분수지를 산정하였으며, 가축분뇨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A 시를 중심으로 양분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

안 중에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생산된 퇴·

액비만으로 운영되는 조사료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대한 효

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데이터와 현장모니터

링을 통하여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만을 사용하여 생산하

는 조사료단지에서의 양분수지 개선효과를 추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분석 대상지역

양분수지를 사용하여 지역의 양분사용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가축분뇨의 발생량이 높고, 서로 다른 농축업 특징을 가

진 3개의 시군을 선정하였다. A 시는 주요 축종(소, 돼지, 가금

류) 중 가축분뇨의 발생량에서 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살포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도시화로 인해 농경지 면적이 2013년 8,924ha, 2015

년 8,153ha로 매년 5%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

며(KOSIS, 2015) 2015년 기준으로 논의 비율이 전체 농경지

의 62%로 밭보다 높아 모내기 이후인 5월에 돈분 액비를 살포

한 후, 발생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살포지가 부족한 문제

를 가지고 있다. A 시의 주요작물은 벼, 단감, 딸기가 있으며 

단감과 딸기의 경우 양분산출량이 상대적으로 작게 산정되는 

작물이다 (Yoon, 2016).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작물로 소비할 

수 있는 양분의 양이 제한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

동자원화시설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액비 저장시설을 확보하

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B 시의 경우, 가금류 사육두수가 높

으며(Table 1), 지형이 평탄하여 넓은 농경지를 확보하고 있

으며, 농경지의 면적이 2013년 19,612ha, 2015년 19,257ha

로 감소폭이 적다(KOSIS, 2015). 주요작물로는 벼, 콩, 들깨

가 있으며 밭 중심의 농경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 가축분

뇨 퇴액비 생산 시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를 확보하기 쉽다

(Yoon 등, 2016). 하지만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절대적인 양이 

크기 때문에 양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양분에 대한 에너지화 사

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늘리고 있다. C 시의 경우, 가축사육

두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농경지 면적은 넓다. 특히 논이 전

Table 1. Livestock breeding head Status and Arable land area of for 

each cities in 2015.

The number of livestock 

(head)
Paddy 

area (ha)

Field 

area (ha)

Farm

land (ha)
cow swine Poultry

A city 28,500 182,172 1,000,987  5,080 3,073  8,153

B city 24,113 181,594 5,546,782 12,026 7,250 19,275

C city  7,072  46,814  777,974 13,241 1,364 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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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농경지의 91%를 차지하여 모내기 전후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충분한 경지를 확보하고 있다. 주요작물로는 벼, 보리, 

밀 등 상대적으로 양분산출량이 높게 산정되는 작물 재배비중

이 높다(Yoon, 2016).

2. 양분수지 산정법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분수지 산정법은 경계(Boun-

dary)에 따라, 농가수지(Farm budget), 토양수지(Soil budget), 

토지수지(Land budget) 산정법으로 나누어진다(Oenema 등, 

2003; Schroder 등, 2004; Bach 와 Frede, 2004; Nevens 등, 

2006). 농가수지 산정법은 농가를 기준으로 유·출입된 모든 

생산물에 포함된 양분(N, P)을 고려하는 것으로, 가장 상세하

게 양분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정확

도를 가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토지수지(Land budget) 산정법은 Fig. 1과 같이 지역을 경계

로 대기·토양·물을 모두 고려하며, 가축분뇨 발생량과 보통비

료·유기질비료의 판매량이 모두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을 가

정하고 있다. 토지수지는 양분의 사용이 지역환경에 미치는 

모든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토지수지 산정법을 이용하였다. 

3개 시에 대한 양분수지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은 양분유입과 양분산출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양분유입 항목 중 보통비료 살포량과 유기질비료 살포량은 지

자체 및 농협을 통하여 획득한 비료의 판매량 통계자료를 활

용하여 계산하였다. 판매된 비료의 종류에 따라 포함하는 질

소와 인 함량이 서로 달라 비료 판매량과 비료별 양분함량을 

바탕으로 총 투입된 양분의 양을 계산하였다. 

토지수지 산정법에 따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축분뇨

는 다양한 경로로 지역 환경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산정하였

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AgriX)를 통하여 해당 지역별 및 축종별 사육두수를 

파악하였으며,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원 단위, 축종별 질소와 

인산환산계수, 사육두수를 곱하여 총 발생량을 계산하였다.

생물학적 질소고정량은 콩과식물과 공생하는 미생물에 의

해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콩과작물 재배

면적에 질소 고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콩과작물에는 대

두, 완두, 녹두 등이 있으며 질소고정계수는 각각 77.5, 74.5, 

74.5를 사용하였다. 질소의 대기침적은 농경지면적에 대기질

소 침적 계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대기 중 질소침적계수는 

2005년 ~ 2014년 사이 우리나라 대기 질소 침적계수의 평균값

인 2.41을 사용하였다(Ahn 등, 2014). 파종식재용 재료를 통

한 유입은 종자와 같이 파종/식재용 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질

소와 인의 유입량으로 작물별 재배면적과 질소 및 인 변환계수 

평균값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Kremer, 2013). 양분산출량

은 작물생산 및 작물부산물 산출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물 

생산 량은 지역별 및 작물별 생산량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

공하는 작물별 질소 및 인의 함량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작물

부산물 산출은 작물생산량과 국립농업과학원 식품성분표에 

제시된 작물잔사 발생계수 및 잔사 내 질소 및 인의 성분함량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양분산출을 위하여 AgriX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작물에 대하여 작물계수를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3. 실험 방법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한 3개 시군에 대하여 2015년을 기

준으로 양분수지를 산정하였다. 지자체에 따라서 통계자료의 

Fig. 1. Schematic diagram for calculating Nutrient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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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수준이 달라 모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신연

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양분수지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의 양분관리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양분수지 관리를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였다. 실험대상

지역 중 A 시의 경우 가축분뇨 발생량이 높으면서 동시에 급

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농경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양분수지

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따라서 양분관리가 매우 시

급하며,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선 적용방안으로 가

축분뇨 퇴·액비를 조사료 생산에 활용하여 살포지 확보 및 조

사료 확보 시 양분관리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

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돈분을 이용하여 액비를 생산 및 유

통하는 액비유통센터와 연계하여 돈분 액비 만을 사용하여 인

근 휴경지에 조사료 작물을 재배하였다. 재배면적은 약 0.5 

ha(1,500평) 규모로 수단글라스를 재배하였으며, 7월에 약 

150톤의 액비를 살포한 후, 2017년 7월 17일 ~ 2017년 11월 

3일까지 약 4개월 동안 2주 간격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토양 내 질소와 인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토양시료채취는 대상 농경지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랑, 수로 인근, 조사료 생장이 특이한 지역을 피하여 5개의 

구역을 선정한 후 깃발로 지점을 표시하여 시험마다 동일한 

구역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하였다(Fig. 2). 토양시료는 구역별

로 반경 3 m 이내에서 근권부의 토양 샘플 10개를 채취한 후, 

잡초,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잘 섞어 하나의 대표 샘플로 사

용하였다. 토양 샘플은 밀봉하여 분석실로 이송하여 원소분

석법을 사용하여 TN (Total nitrogen, 총 질소), TP (Total phos-

phors, 총 인)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양분수지 산정 및 분석

지역별 농업특성을 고려한 양분관리 현황파악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을 기준으로 양분수지를 산정하였다(Table 2). 

기타 항목에는 대기침적, 종자유입, 생물학적 고정 등을 포함

하고 있다. A 시의 경우 3개의 연구 대상지 중에서 가장 높은 

질소 308.9kg/ha, 인 111.6kg/ha의 양분수지를 나타냈다. 이

는 질소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인 245kg/ha 보다 약 

1.26배 높으며, 도시화로 인한 축산물의 소비량 증대와 농경

지 면적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악취 

민원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인근 농경지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족한 농경지 면적에 비

하여 증가하는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요구량을 수용하기 위하

여 공공처리시설의 신설 및 증설계획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있

다. B 시의 경우, 가축분뇨 발생량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많

으나, 상대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

가 넓으며,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이 동시에 운

영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양분수지가 154.9kg-N/ha, 60.3 

kg-P/ha로 우리나라 평균 질소 양분수지의 63% 수준을 보이

고 있다. C 시의 경우, 넓은 농경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90.8%

가 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내기 전후로 액비를 살포

Fig. 2. Experimental site for growing sudangrass and sampling points 

(red stars) for analysis of nutrient change.

Table 2. Nutrient balances calculated for each cities in 2015.

City name

Contens

A city B city C city

kg-N/ha kg-P/ha kg-N/ha kg-P/ha kg-N/ha kg-P/ha

In
p
u
t

Chemical 

fertilizer 
156.6 59.4 143 44 247.2 63.3

Livestock 

manure
277.9 60 126 27.7 42.1 9.2

Organic 

fertilzer
24.7 8 0.2 0.1 9.7 2.6

etc. 28.3 - 28.7 - 28.7 -

Total (A) 487.5 127.4 297.9 71.8 327.7 75.1

O
u
tp
u
t

Crop 

production
37.5 6.6 42.2 7.7 57.6 10.7

Fodder 

production
2.8 0.5 2.8 0.5 3.6 0.7

Atomspheric

outflow
83 - 83.2 - 83.3 -

Treatment 

facility
55.3 8.8 14.8 3.3 - -

Total (B) 178.6 15.9 143 11.5 144.5 11.4

Nutrient Blance 

(A-B)
308.9 111.5 154.9 60.3 183.2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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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양

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보통비료가 차지

하는 비율이 전체 투입량의 75%로 단계적으로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C 시는 공공처리시설이 없어 가축분뇨를 퇴

액비 자원화 시설과 에너지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양분관

리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

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양분수지 산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A 시의 경우 양분유입량

은 B 시와 C 시에 비해 각각 1.63배, 1.48배 높은 수치를 보인

다. 이는 보통비료 사용량은 B 시와 C 시에 비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유기질비료 투입량이 많다. 특

히, 가축분뇨 발생량이 B 시, C 시와 비교하였을 때 2.2배, 6.6

배가 높다(Fig. 3). 양분산출량은 A 시가 B 시, C 시에 비해 

1.25배, 1.23배로 절대적인 수치는 더 높지만, 양분산출량 대

비 양분유입량이 2.7배로 2.0배(B 시)와 2.2배(C 시)과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A 시는 공공처

리시설을 운영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나 발생하는 가

축분뇨 대비 작물의 생산을 통해 순환할 수 있는 농경지 면적

이 부족하기 때문이다(Fig. 4). 제한적인 농경지 면적으로 인

한 양분소모량이 부족한 부분을 1년에 여러 번 수확할 수 있는 

사료작물의 재배면적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2. 조사료재배를 통한 가축분뇨 액비 살포효과

가축분뇨 퇴액비의 살포처 확보에 따른 양분관리 효과를 

Fig. 3. Output factors for calculating nutrient balance for each cities. Fig. 4. Input factors for calculating nutrient balance for each cities.

Fig. 5. Sampling and field monitoring in the experimental site cultivating forage.

Table 3. Nitrogen and phosphorous concentrations on soil samples. (unit: mg/kg)

Nitrogen concentrations on soil smaples Phosphorous concentrations on soil smaples

Point 1 2 3 4 5 Avg 1 2 3 4 5 Avg

Sowing 4,281 4,582 3,556 3,207 2,971 3,680 338 324 374 240 153 286

8/8 3,002 3,810 2,222 2,335 2,143 2,703 333 437 376 229 363 348

8/23 2,249 2,762 2,541 1,701 2,541 2,302 286 286 - 197 384 288

9/15 - 2,433 2,433 2,020 2,433 2,259 341 366 371 345 344 354

Harvest 2,901 1,642 1,425 1,472 1,425 1,717 401 387 338 252 280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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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료 단지 조성에 대한 효과를 현장 모니

터링을 하였다. Fig. 5와 같이 조사료의 파종에서 수확까지 5 

차례에 걸친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액비 살포 후 종자

가 발아한 후 자라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나, 비가 온 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여, 약 2~2.3 m 높이까지 성장하였다. 실험 

농경지에는 가축분뇨 액비 외의 다른 비료는 투입하지 않았

다. 파종 후 추수까지는 88일이 소요되었으며, 현장 모니터링 

시마다 토양 샘플링을 통하여 토양 내 양분(TN, TP)의 변동

을 원소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Table 3). 토양 내 총

질소는 액비 살포 및 파종 시 초기농도 3,689mg/kg, 수확 후 

농도 1,717 mg/kg로 53.5%가 소모되었으며, 총인은 초기농

도 285.8 mg/kg, 수확 후 농도 331.5mg/kg으로 16.0%가 증

가하였다. 이를 일단위로 환산하면, 총질소는 22.4mg/kg·day

가 감소하였으며, 총인은 0.519mg/kg·day가 증가하였다. 이

는 일반적으로 돈분 액비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와 인의 비율

이 2.6:1 정도로 일반적인 작물의 요구량보다 인의 비중이 높

기 때문이다(NIAST, 2005). 질소의 경우 지하로 침투되어 

유출되는 반면 인은 표면의 흙과 결합하여 지표면에 남기 때

문에 표토 근권부에 대한 샘플 채취 방법을 고려하였을 때, 인

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총질소와 총인의 평균농도 감소

량을 바탕으로 조사료단지 조성에 따른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

한 토양의 양분변화량을 추정한 결과 질소의 경우 116.5kg/ 

ha·day 감소하며, 인은 2.70kg/ha·day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s. 6, 7). 

적  요

2015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질소기준 양분수

지가 1위로 양분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양분관리를 위해서

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하여 생산된 가

축분뇨 퇴·액비를 농경지에 올바르게 살포하여 양분이 순환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무기질 및 

유기질 비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농경지에 대한 양분관

리와도 연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분수지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지역에 대한 양분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경제성과 효

율성을 고려하여 조사료의 생산을 통한 가축분뇨 퇴·액비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양분관리 효과를 검토하였다. 지역에

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로 생산된 퇴·액비를 지역으로 다시 재

순환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분뇨 액비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조사료 생산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며, 농경지의 토양에서의 

총 질소의 농도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소농도의 감소는 

작물의 사용량 뿐 아니라 토양에 축적되거나 지하수 및 지표수

로 유출되는 것이 포함되어 수질개선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추가  주제어: 가축분뇨, 경축순환, 미세먼지, 사료작물, 양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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