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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Nitrogen included in animal manure can be used as organic fertilizer if it is treated properly 
but it may cause serious air and water pollution without proper management. Significant amount 
of nitrogen losses happen in the form of ammonia when the manure staying in animal house and 
storage facilities and being composted and applied to the field. In order to maximize the manure 
nitrogen utiliza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mechanisms of nitrogen loss during the 
diverse manure handling and treatment procedures. The plant available nitrogen portion of total 
nitrogen in excreted manure was evaluated based on animal type, animal manure collection system, 
manure treatment process, and application method. About 27% of nitrogen included in excreted 
pig manure could be plant available if it is applied to the filed after composting process. The 
plant available nitrogen portion varies from 29% (surface application) to 54% (solid injection) based 
on application method of digestated piggery slurry. Plant can use 18% of manure nitrogen if the 
composted cattle and poultry manure applied to the field using surface application method. Manure 
treatment and application methods need to be carefully selected to control  and utilize the manure 
nitrogen properly.  
(Key words : Ammonia, Animal manure, Nitrogen loss, Incorporation)

서    론

단백질은 질소함유 유기물로써 가축 성장 

및 축산물 생산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로 가

축 사료의 영양적 가치를 결정하는 매우 중

요한 성분이다. 축종이나 성장단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축이 섭취한 

질소의 약 60~90%는 체내에서 이용되지 못

하고 분뇨의 형태로 배설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Rotz, 2010). 가축분뇨와 함께 배출

된 질소성분은 작물 성장에 필요한 비료성분

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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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imal manure nitrogen flows in 
the environment.

당량의 질소는 저장, 처리, 토양환원, 작물 

이용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NH3, NO3, NO2, 
N2O, N2 등의 형태로 전환되어 대기나 수계

로 손실되고 있다 (Fig. 1). 
대기로 휘산되거나 수계로 유입된 질소화

합물은 식수오염 및 부영양화,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NRC, 
2003). NO3-N의 농도가 10 mg/L 이상으로 질

산염에 의해 오염된 지하수는 어린아이들에

게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강우 시 수계

로 유입된 질산염은 강이나 호소의 부영양화

를 유발할 수도 있다 (Di and Cameron, 2002; 
Lucassen et al., 2005). 질산화와 탈질과정에

서 생산되는 N2O의 경우 CO2, CH4 등과 함

께 지구 온난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성층

권내 오존 파괴에도 관여한다 (Paul et al, 
1993; Betlach and Tiedje, 1981).

가축분뇨에서 기인하는 질소화합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여주고 작물에 필요한 비료원

으로써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서는 질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축

분뇨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축

분뇨에 함유된 질소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

해서는 배설된 분뇨의 저장, 처리, 토양시비 

등의 과정에서 질소손실 기작 및 손실 가능

한 질소량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가축분뇨 취급, 처리 등의 관리과정에서 

손실되는 질소를 평가․연구한 기존의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각 축종별 (돼지, 육우, 유

우, 닭) 분뇨 저장·처리·토양시비 방법에 따른 

질소 손실률을 산정하고 우리나라 축산농가

에서 질소 손실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논문은 작성되었

다.

가축분뇨 처리 단계별 질소 손실률

1. 가축의 질소 이용률

사료로 섭취한 질소 이용률은 유우, 육우, 
돼지 및 닭이 각각 16~24%, 10% 이하, 30~ 
4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 (Kohn 
et al., 1997; Hutchings et al, 1996; Mohan et 
al, 1996; Han et al., 2001). 가축의 질소 이용

률은 영양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일부 개선시

킬 수는 있으나 이론적으로 최대 50% 이상

으로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Rots, 2004). 가축이 섭취한 질소 성분

은 가축에 의해 전량 이용되지 못하고 섭취

량의 60~90%는 분뇨의 형태로 배설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축에 의해 이용되

지 못하고 배설되는 질소가 많다는 것은 가

축분뇨가 유기질 질소 비료로써 잠재력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적절하게 관리되

지 못할 경우 환경오염원으로써 작용할 우려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분뇨의 축사 체류 중 손실되는 질소

가축이 배설한 분뇨가 수거되기 전 축사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휘산되는 질소는 Table 1
에 나타난 바와 같다. Slat을 이용한 슬러리

돈사의 경우 축사내에서 분뇨가 체류하는 과

정에서 분뇨 중 총질소의 25%가 손실된다. 
깔짚우사와 Free stall 우사의 경우 각각 35%
와 16%의 총질소가 우사내에서 손실된다. 계

사의 경우 Aviary와 고상식 시스템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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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itrogen losses from animal hous-
ing facilities*

Items % of total Nitrogen

Cattle
Bedded pack 35

Free stall 16

Swine Slatted floor 25

Poultry
High rise 50

Aviary 30

* Rotz, 2004.

Table 2. Nitrogen losses during manure storage

Items % of total Nitrogen References

Solid
Cattle 15~20 Peterson & Sorensen, 2008, Rotz, 2004
Swine 15~20 Peterson & Sorensen, 2008, Rotz, 2004
Poultry 20~40, 50 Rotz, 2004, Kirchmann & Witter, 1989

Liquid Slurry 10 Rotz, 2004

Table 3. Nitrogen losses during animal manure treatment

Items % of total Nitrogen References

Composting

Cattle 25 (without mixing for 4 months)
35 (twice for 4 months) Parkinson et al., 2004

Swine 37~60 Tiquia et al, 2002

Poultry 44, 50, 59
Kirchmann & Witter, 1989

Mahimairaja et al., 1994
Tiquia & Tam, 2000

Anaerobic 
digestion Slurry 1, 10 Kirchmann & Witter, 1989

Lorimor, 2000

30%와 50% 정도의 질소 성분이 계사내에서 

분뇨 수거 전에 손실된다.
 
3. 분뇨 저류 및 저장 과정 중 손실되는 

질소

축사로부터 수거된 분뇨를 저장 또는 저류

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질소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고형 우분 및 돈분의 경

우 저장과정 중 약 15~20%의 총질소 성분이 

손실된다. 계분의 경우 적게는 20~40%에서 

많게는 약 50% 정도의 총질소 성분이 저장 

과정에서 손실된다고 본다. 슬러리형태의 액

상분뇨 저류과정에서는 약 25%의 총질소가 

손실된다고 한다. 분뇨 저류 및 저장 과정 

중 질소 성분은 NH3, NO3, N2O 등의 형태로 

손실되는데, 이중 NH3에 의한 손실이 대부분

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4. 분뇨 처리과정 중 손실되는 질소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혐기소화시킬 때 

질소 손실률은 Table 3과 같다. Parkinson 등

(2004)의 보고에 의하면, 우분뇨의 경우 4개

월 동안의 퇴비화 과정 중 퇴비더미 교반을 

하지 않을 경우 총질소 중 약 25%의 질소가 

손실되며 퇴비더미를 2회 교반해 줄 경우 약 

35%가 손실된다. Tiquia 등 (2002)의 연구에 

의하면 돈분의 경우 퇴비화 과정 중 총질소 

성분의 약 37~60%가 손실된다고 한다. 퇴비

화 과정 중 계분의 질소 손실률은 연구자에 

따라서 44, 50, 59%로 보고된 바 있다 (Kirch- 
mann & Witter, 1989; Mahimairaja et al., 
1994; Tiquia & Tam, 2000). 혐기소화의 경우 

질소 손실은 퇴비화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Kirchmann & Witter (1989)는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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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mmonium nitrogen content of 
animal manure*

Items % of total Nitrogen

Solid
Cattle 27
Swine 42
Poultry 19

Slurry
Cattle 41
Swine 39
Poultry 49

* Sommer & Hutchings (2001).

Table 5. Loss of the ammonium nitrogen fraction*

Day after applicaton Mean
<10℃ >25℃

Wet Dry Wet Dry
Spring

Incorporated within 1 day 25 10 15 25 50
Incorporated within 3 days 35 15 22 38 65
Incorporated within 5 days 45 20 30 50 80

Not incorporated 66 40 50 75 100
Injected  0  0  0  0  0

Fall
Early fall 66 40 50 75 100
Late fall 25 25 25 N/A N/A

* Atia, 2008.

기소화 과정 중 총질소의 약 1%가 손실된다

고 보고하였으며, Lorimor (2000)의 연구자료

에 의하면 약 10%의 질소 성분이 손실된다

고 한다.

5. 토양 시비과정 중 손실되는 질소

가축분뇨에 함유된 질소 성분 중 암모니아

태 질소 (NH4-N)는 pH가 알칼리로 치우치거

나 온도가 높을수록 휘산이 잘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Sommer & Hutchings (2001)에 의

해 구명된 가축분뇨의 암모니아태 질소 함량

은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돈분뇨의 경우 고형물과 슬러리 형태에 따

라 암모니아태 질소의 함량이 39~42%로 큰 

차이가 없으나 우분뇨와 계분의 경우 슬러리 

형태가 고형물에 비해 암모니아태 질소 함량

이 높다. 그러므로 액상의 우분뇨와 계분은 

고형물에 비해 토양 시비 시 질소 손실 가능

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Table 5는 계절, 온습도, 시비방법 등에 따

라 가축분뇨 토양 시비 시 암모니아태 질소

의 손실률을 나타내고 있다.  
덥고 건조한 날씨에 가축분뇨를 토양에 시

비한 후 1일 경과한 시점에 경운을 할 경우 

가축분뇨 중의 암모니아태 질소의 50%는 휘

산된다. 토양 살포 후 경운을 늦게하면 할수

록 암모니아태 질소 손실률은 증가한다. 토

양 살포 후 5일이 경과한 시점에 경운을 할 

경우 전체 암모니아태 질소의 80%가 휘산된

다. 덥고 건조한 날씨에 가축분뇨를 토양 살

포한 후 경운을 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중

의 암모니아태 질소 전량은 휘산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암모니아태 질소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휘산되지 않고 토양내에 보

존될 경우 작물 성장에 매우 유익한 질소 성

분이므로 토양 시비 시 휘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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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lant available nitrogen 2 years after surface application of composted pig slurry

Loss/utilize (%) N (kg)
Feed Intake N － 100
Absorbed Absorbed N 35  65
Loss in slurry pit Under the slatted floor 25  49
Loss during storage Slurry 10  44
Loss during treatment Composting 50  22
Loss during application Surface application  661) 21.52)

Plant available N 2years after application 80   17(27)3)

1) % of total ammonium nitrogen.
2) Ammonium N content of pig slurry and sawdust mixture compost is 3% of TN (22-22×0.03×0.66)
3) Based on excreted manure N. 

Table 5를 바탕으로 토양 시비 시 암모니

아 휘산을 줄여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온이 높은 봄이나 여름은 피하는 

것이 좋고 비온 직후 및 야간에 살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둘째, 바람이 많이 불지 않을 

때 살포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시비 후 바

로 경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셋째, 가축분

뇨를 토양내에 바로 주입 (Injection) 할 경우 

암모니아태 질소 손실을 최소화 (0%)할 수 

있다.

국내 축산농가 분뇨처리 형태를 

고려한 작물 이용 가능 질소 산정  

1. 돈분뇨 퇴비화 및 혐기소화처리 시 작

물이 이용 가능한 질소  

위에서 언급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돈슬

러리를 퇴비화 과정을 거친 후 작물에 시비

했을 때 실제 이용 가능한 질소의 양을 계산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돼지가 섭취한 사료에 함유된 질소의 65%

는 체내에서 흡수되지만 나머지 35%는 분뇨

의 형태로 배설된다. 배설된 분뇨 (슬러리 타

입)에 함유되어 있는 질소 성분은 저류, 퇴비

화, 토양 시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손실되

고 최종적으로 작물에게 시비된 후 2년이 경

과한 시점에서 작물이 실제 이용 가능한 양

은 배설된 분뇨에 함유된 질소의 27%(섭취

한 사료에 함유된 질소 기준 17%)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기소화과정을 거친 돈슬러리를 표면살포와 

토양주입 방법 등을 이용해 작물에 시비한 후 

2년 이 경과한 시점에서 작물이 이용 가능한 

질소의 양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돈슬러리를 퇴비화할 경우 암모니아성 질

소 휘산에 의한 질소 손실은 약 50% 정도로 

매우 높지만, 혐기소화할 경우 질소 손실은 

1% 수준에 불과하다. 가축분뇨 혐기소화는 

퇴비화에 비해 가축분뇨에 함유된 질소 손실

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축산을 기

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축함에 있

어 분뇨의 비료성분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매

우 유리한 처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돈슬러리 혐기소화폐액에 함유된 질소의 약 

70%는 혐기소화과정을 거치면서 암모니아성 

질소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토양 표면에 살포

할 경우 총질소의 약 66%는 손실되지만 토

양주입을 할 경우 암모니아성 질소 휘산에 

의한 질소 손실을 차단할 수 있다. 혐기소화

된 돈분뇨를 토양주입할 경우 2년 동안 작물

이 이용 가능한 질소는 배설된 분뇨에 함유

된 질소의 약 54% 수준인 반면, 토양표면에 

살포할 경우 배설된 분뇨에 함유된 질소의 

약 29%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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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lant available nitrogen 2 years after application of anaerobically digested  pig 
slurry

Surface application Soil injection

Loss/utilize
(%)

N
(kg)

Loss/utilize
(%)

N
(kg)

Feed (Intake N) － 100 － 100
Absorbed N 35  65 35  65
Loss in slurry pit 25  49 25  49
Loss during storage 10  44 10  44
Loss during anaerobic digestion  1 43.5  1 43.5

Loss during application  661)  23.52)  0 43.5
Plant available N
(2 years after application) 80   19(29)3) 80    35(54)3)

1) % of total ammonium nitrogen.
2) Ammonium N content of pig slurry digestated is 70% of TN (43.5-43.5×0.7×0.66) 
3) Based on excreted manure N.

Table 8. Plant available nitrogen 3 years after surface application of composted cattle manure

Korean beef manure Dairy manure
Loss/utilize (%) N (kg) Loss/utilize (%) N (kg)

Feed (Intake N) － 100 － 100
Absorbed N 10 90 25  75
Loss from bedded pack 35 59 35  49
Loss during storage 18 48 18  40
Loss during composting 30 34 30  28
Loss during application  661)  332)  661) 27.53)

Plant available N
(3 years after application) 50 17(18)4) 50   14(18)4)

1) % of total ammonium nitrogen.
2) Ammonium N content of Korean beef manure and sawdust mixture compost is 3% of TN (34-34×0.03×0.66) 
3) Ammonium N content of Dairy manure and sawdust mixture compost is 3% of TN (34-34×0.03×0.66)
4) Based on excreted manure N. 

2. 우분뇨 퇴비화 시 작물이 이용 가능한 

질소  

국내 한우 및 유우 농가의 90% 이상은 톱

밥우사를 활용한 분뇨수거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톱밥우사에서 수거된 분뇨의 대부분

은 퇴비화 과정을 거친 후 토양으로 환원되

고 있다. 톱밥우사에서 수거된 우분뇨를 퇴

비화한 후 작물에 시비했을 때 3년 동안 작

물이 이용 가능한 질소를 계산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한우와 유우분뇨 모두 퇴비화 과정을 거친 

후 토양에 환원했을 경우 3년 동안 작물이 

이용 가능한 질소 성분은 배설된 분뇨에 함

유된 총질소의 18%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

났다. 

3. 계분 퇴비화 시 작물이 이용 가능한 질소 

Aviary식 양계시설을 적용하고 있는 계사

에서 수거한 계분을 퇴비화한 후 토양 표면

에 시비할 경우 2년 동안 작물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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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lant available nitrogen 2 years after surface application of composted poultry 
manure

Loss/utilize (%) N (kg)
Feed Intake N － 100
Absorbed Absorbed N 35 65
Loss in poultry house Aviary 30 46
Loss during storage Manure (Solid) 35 30
Loss during treatment Composting 50 15
Loss during application Surface application  661) 14.52)

Plant available N 2 years after application 80   12(18)3)

1) % of total ammonium nitrogen.
2) Ammonium N content of poultry manure and sawdust mixture compost is 3% of TN(15-15×0.03×0.66)  
3) Based on excreted manure N.
 
한 질소 성분을 계산할 결과는 Table 9와 같

다.
 계분 퇴비를 경운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면 

살포했을 경우 작물은 2년 동안 배설된 분뇨

에 함유된 총질소 성분의 18% 수준만 실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    요
 

가축분뇨 중의 질소성분이 불필요하게 대

기중으로 휘산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가축분뇨의 비료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을 줄

여주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처리단계 별 질소

손실 기작 및 조건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

가 있다. 각 축종별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축

사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형태를 기준으로 가

축분뇨에 함유된 질소가 토양에 살포되어 작

물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비율을 산정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슬러리 형태로 수거한 돈분뇨를 퇴비화 

한 후 토양에 표면살포했을 경우 시비 후 2
년 이 경과한 시점에서 작물이 이용 가능한 

질소 성분은 배설된 분뇨에 함유된 총질소 

성분의 27% 수준이다.
2. 슬러리 형태로 수거한 돈분뇨를 혐기소

화 한 후 토양 표면에 살포한 상태에서 2년 

후에 작물이 이용 가능한 질소는 분뇨중 총

질소의 29%이며, 혐기소화 한 소화폐액을 토

양주입 (Injection)에 의해 살포할 경우 분뇨중 

총질소의 54%가 2년 후 작물에 의해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토양주입이 가축분

뇨 토양살포 시 휘산되는 암모니아를 저감시

키는데 매우 효율이 높음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3. 깔짚우사에서 수거한 한우 및 젖소 분

뇨를 퇴비화한 후 토양 살포를 할 경우 3년

이 경과한 시점에 작물이 이용 가능한 질소

는 분뇨 중 총질소의 18% 수준이다.
4. 계분을 퇴비화한 후 토양 살포를 할 경

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작물이 이용 가능한 

질소는 분뇨 중 총질소의 18% 수준으로 계

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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