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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osphorus (P) is an essential and major nutrient for both plants and animals. However, anthropogenic P in the environment 

may cause severe problems such as the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manage P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annual P budget for Korea was 46 kg P ha-1 in 2013,  placing Korea in  second among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P surplus and deficiency in agricultural lands can 
be estimated according to the P budget, which is one of the OECD agri-environment indicators. In the P budget, it is important to 
ensure consistency in the input-output data sources, in order to apply national and regional policies for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P.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s on the input-output data sources in the regional P budget in Korea. 
P budgets were between 99-145 kg-P/ha, depending on different data sources. We suggest two recommended data combinations 
(DC 1 and DC 2) for reliability of the data. P budgets calculated using DC 1 and DC 2 were 128 kg-P/ha and 97 kg-P/ha,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one of the core factors affecting P budgets was crop production. In this study, DC 2 was 
recommended rather than DC 1 in order to consider the cultivated areas for various crops. It is also necessary to analyze the 
sensitivity of the coefficients used in P budget in the future. 

Key words : OECD nutrient budget, Phosphorus (P), Phosphorus budget, Agri-environmental indicator, Data sources

1)1. 서 론

인(Phosphorus)은 동식물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양

분이다(Mallarino and Blackmer, 1992; Johnston and 
Dawson, 2005). 동·식물은 적절한 성장을 위해 충분

한 인 흡수 및 섭취가 필요하며, 인이 부족하면 동식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가축사육, 비료 

살포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해 증가된 인은 수질에 중요

한 문제를 일으킨다(Sharpley and Withers, 1994; 
Bennett et al., 2001).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증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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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수계의 부영양화, 산소 고갈, 독성 조류 번식, 물
고기 폐사, 수계생물 종의 다양성 저하, 수돗물의 이취

미 등을 일으킬 수 있다(Capenter et al., 1998; Hansen 
et al., 2002).

한편, 인은 질소와 더불어 작물생산에 중요한 성분

이다. 하지만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고투입-고산

출’의 집약적 농업 추진으로 농경지에 작물재배에 필

요로 하는 양 이상의 화학비료가 사용되어 국내 농경

지의 인산 축적이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에 이

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평균 유효 인산 함량

이 작물재배에 필요한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et al., 2014), 거의 모든 시·도의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 등에서도 초과하였다(NIAS, 2013).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단위 농경지 면

적당 인 초과량이 46 kg-P/ha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

지하고 있어 적절한 인 관리가 필요하다(OECD, 
2017). 네덜란드의 경우 1980년 중반부터 자본집약적 

기술농업에 따라 1991년 기준으로 38 kg-P/ha이었으

나 환경부하 감축을 위해 친환경농업체계로의 전환 

등 네덜란드 정부의 노력으로 2013년 기준으로 4 
kg-P/ha으로 감축시켰다(Kim and Kim, 2005; OECD, 
2017).

국가나 지역 내 농경지에서 인의 과잉과 결핍은 인 

수지(Phosphorus Budget)로 추정할 수 있다. 인 수지

는 OECD 13개 농업환경지표 중에 하나로 일정 범위

에서 발생한 인 유입량과 인 유출량의 차이인 인 잔고 

값이다(Kremer, 2013). 지표는 정책 연관성, 해석의 

용이성, 분석의 건전성, 측정 가능성 등의 기본적인 요

건이 충족하여야 하는데(Kim et al., 2006), 이러한 

OECD 농업환경지표 특성을 고려한 인 수지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Kopinski et al.(2006)은 OECD 인 수지 산정방법으로 

폴란드 16개 주의 인 수지를 통계청에서 발행한 통계

연보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여 지속 가능한 양분관리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Ozbeck(2014)은 터키 26
개 주에서 농경지 인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

고자 터키의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

여 인 초과량을 산정하여 인 초과와 사회-경제지표와

의 상관성 및 EU 국가와 비교하였다. Gaj and 
Bellaloui(2012)은 폴란드와 미시시피 주의 인 수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국제 비료협회 자료, 통계 연보를 사

용하여 산업화의 증가와 작물 체계의 변화에 대한 영

향을 고찰하였다. Mihailescu et al.(2015)은 아일랜드 

남부 농가 단위 인 수지 산정 시 자료 기록이 정확한 

농가를 중심으로 21개 젖소 농가를 선정하여 인 사용 

효율을 평가하였다. Melier et al.(2003)은 농가 단위 

인 수지 산정 후에 농가에서 수집된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im et al.(2008)은 축산선진국인 벨기에, 네덜란

드와 우리나라의 농경지 축산 이용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림통계연보와 같은 국가단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OECD 인 수지를 산정하였다. 
Hong and Song(2006)은 충주지역의 과잉양분 지역

에 대한 관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농협 자료, 충주시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등으로 무기질 질소비료, 
유기질 질소비료, 공생 질소고정, 대기질소 유입량, 작
물 질소흡수량, 암모니아 손실량 등을 산정하여 인 수

지를 분석하였다. Jeon et al.(2014)은 전남 지역을 대

상으로 인 수지와 하천의 수질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각 시·군 통계연보와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

템에 공개된 평균 수질 지표(T-N, T-P, BOD, COD) 
농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OECD와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에서 사용되는 

토지 인 수지 산정에 가축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 가축

분뇨 발생량, 퇴비·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작목의 종류별 농경

지의 면적,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료가 필

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지자체, 통계청,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

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출력 자

료의 신뢰도와 선정의 일관성은 OECD 농업환경지표

인 양분수지 산정결과의 신뢰도에 직결될 뿐만 아니

라(Onema et al., 2003), 국가 및 지역 정책 수립 및 적

용 수단으로서의 양분수지의 지표 특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OECD와 유럽

연합통계청의 인 수지 산정법의 경우에도 광물 비료

는 전국의 농업에 사용된 광물비료의 공식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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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phosphorus budget based on the method of OECD/Eurostat.

OECD/Eurostat This study

In-put

P1) Mineral fertilizer
P2) Manure production

P3) Net manure import/export withdrawal stocks
P4) Other organic fertilizer
P5) Seed and planting material

P1) Mineral fertilizer
P2-1) P from manure to livestock manure treatment
P2-2) P from manure to solid composting
P2-3) P from manure to liquid composting
P3) Net composting import/export
P4) Other organic fertilizer
P5) Seed and planting material

P6) Total inputs = sum (P1,P2,P3,P4,P5) P6) Total inputs = sum (P1,P2-1,P2-2,P2-3,P3,P4,P5)

Out-put

P7) Crop production
P8) Fodder production
P9) Crop residues outputs

P7) Crop production
P8) Fodder production

P10) Total outputs = sum (P7,P8,P9) P9) Total outputs = sum (P7,P8)

Surplus P11) Phosphorus Surplus (PS) = P6 P10 P10) Phosphorus Surplus (PS) = P6 P9 

Table 1. Comparison of components of input, output and surpluses in the phosphorus budgets between  OECD and this study

작물 생산량은 유럽연합통계청에 보고된 국가별 양분

계수 및 작물생산량 자료 등 유출입 자료를 출처별로 

권고하고 있다(Kremer,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토지 OECD/Eurostat 산정법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한 인 수지 산정법으로 지역 단위(시군 단위) 입
출력 자료 출처에 따른 인 수지 산정결과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OECD/Eurostat 인 수지 산정

OECD/Eurostat에서 제시한 인 수지 산정법(Kremer, 
2013)을 모식화하면 Fig. 1과 같다. Fig. 1에서 인 잔

고(Phosphorus Surplus, PS)는 연간 특정 경계(농가나 

토양 혹은 토지)에서 발생한 인 유입량에서 유출되는 

인 유출량을 뺀 값이다. 이와 같은 인 잔고는 수체로 

용탈·유출될 위험과 땅속의 인이 축적될 위험을 합친 

것이다. 
인 유입량(input) 항목으로는 광물비료, 가축분뇨 

생산량, 가축분뇨의 순 수출입량/인출량/저장량, 기타 

유기질 비료, 파종·식재용 재료를 고려하였으며, 인 

유출량(output)의 경우 작물 생산을 통해 농지로부터 

유출되는 질소량으로 작물 생산량, 사료작물 생산량 

및 식물 잔재 항목 등이 고려되었다.

2.2. 본 연구에서 수정된 인 수지 산정법

유럽 OECD 국가와 달리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바

로 투입하지 않고 국내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의 대

부분을 퇴비·액비로 자원화하고 돈분뇨의 경우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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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Methodology

In put

P1* ∑i [Sale of the i mineral fertilizer (ton/yr) × P content of i mineral fertilizer (%)]

P2-1* ∑i [Head of i livestock (head) × Unit of generation and discharge from i livestock (L/head/d) × Share from 
manure to manure treatment (%) × Coefficients of P conversion of i livestock manure (%)]

P2-2* ∑i [Head of i livestock (head) × Unit of generation and discharge from i livestock (L/head/d) × Share from 
manure to solid composting (%)× Coefficients of P conversion of i livestock manure (%)]

P2-3* ∑i [Head of i livestock (head) × Unit of generation and discharge from i livestock (L/head/d) × Share from 
manure to liquid composting (%)× Coefficients of P conversion of i livestock manure (%)]

P3* ∑ij {[Amount of import i solid composting from livestock manure (ton/yr) × Coefficients of P conversion of i 
solid composting (%)] + [Amount of import j liquid composting from livestock manure (ton/yr) × 
Coefficients of P conversion of j liquid composting (%)]} - ∑kz {[Amount of import k solid composting 
from livestock manure (ton/yr) × Coefficients of P conversion of k solid composting (%)] + [Amount of 
export z liquid composting from livestock manure (ton/yr) × Coefficients of P conversion of z liquid 
composting (%)]}

P4* ∑i [Sale of the i organic fertilizer (ton/yr) × P content of i organic fertilizer (%)]

P5* ∑i [Cropped area of i seed (ha) × Coefficients of P conversion of i seed (kg/ha)]

P6 Total inputs = sum (P1, P2-1, P2-2, P2-3, P3, P4, P5)

Out put

P7* ∑i [Cropped area of i crop (ha) × Coefficients of P conversion of i crop (kg/ha)]

P8* ∑i [Cropped area of i fodder crop (ha) × Coefficients of P conversion of i fodder crop (kg/ha)]

P9 Total outputs = sum (P7, P8)

Sur
plus P10 Phosphorus Surplus (PS) = P6 – P9

Source : modified Lim et al.(2017)
* P1: Amount of phosphorus of mineral fertilizers, P2-1: Amount of phosphorus from manure to livestock manure treatment, P2-2: 

Amount of phosphorus from to manure to solid composting, P2-3: Amount of phosphorus from to manure to liquid composting, 
P3: Amount of phosphorus of solid and liquid composting import/export, P4: Amount of phosphorus of other organic fertilizer, 
P5: Amount of phosphorus of seed and planting material, P7: Amount of phosphorus of crop production, P8: Amount of 
phosphorus of fodder production

Table 2. Equations of input, output and surpluses in the phosphorus budget in this study

처리도 하는 우리나라 가축분뇨 처리 특성을 고려하

여 본 연구에서는 OECD/Eutostat에서 제시한 인 수지 

산정방법을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다(Table 1). 
인 유입량은 광물비료, 가축분뇨, 기타 유기질비료, 파
종·식재용 재료로 유입되는 양 등의 합으로 산출하였

다. 다만 유입되는 가축분뇨 생산량은 사육두수 현황 

자료, 축종별 발생원단위(MOE, 2008), 가축분뇨 처

리현황 자료, 축종별 인 환산계수(RDA, 2009) 등을 

이용하여 정화처리 및 퇴비·액비 등으로 처리·자원화

되는 가축분뇨량으로 수정하였다. OECD/Eurostat의 

입력항목인 가축분뇨 순 수출입량/인출량/저장량은 

지역을 경계로 가축분뇨가 반입·반출되지 않고 자원

화된 퇴비·액비 형태로 반입·반출하는 것으로 수정하

였다. 한편 인 유출량은 작물 잔재를 통한 유출량은 제

외하고 작물 생산량과 사료작물 생산량의 합으로만 

산출하였다. 각 항목별 산정방법은 Lim et al.(2017)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되 인 수지에 맞는 계수를 이용

하여 산정하였다(Table 2).
인 수지 산정에 사용된 기초 자료는 본 연구 목적인 

자료 출처에 따른 인 수지 산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자체 자료, 통계청 자료, 전국오염

원조사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원단위는 환경부 발생원단위 자

료를 이용하였으며(MOE, 2008), 축종별 가축분뇨 인 

성분 환산계수는 농촌진흥청 연구보고서에서 축종별 

인산(P2O5) 환산계수를 인(P)으로 환산시켜 이용하였

다(RDA, 2009). 파종 작물의 인 수지 변환계수는 

OECD에서 제시한 자료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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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LGa) LG+SKb) LG+WEMSc) LG+FBRDd)

Input

P1) Mineral fertilizer LG SK LG LG

P2) Manure production LG SK WEMS LG

P2-1~3) Manure to treatment, solid and 
liquid composting LG - WEMS LG

P3) Net composting import/export LG LG WEMS LG

P4) Other organic fertilizer LG LG LG LG

P5) Seed and planting material LG SK LG FBRD

Output
P7) Crop production LG SK LG FBRD

P8) Fodder production LG - LG FBRD

Notes: Minus(-) means data not available
a) LG: a Local Government, b) SK: Statistics Korea, c) WEMS: Water Emission Management System, d) FBRD: Farm Business 

Registration Database

Table 3. Comparison of data sources components of input and output in the phosphorus budgets 

(a) (b)

(c) (d)

Fig. 2. The distributions of phosphorus budgets of inputs in 2015 for A region, Korea : (a) LG1); (b) LG1)+SK2); (c) 
LG1)+WEMS3); (d) LG1)+FBRD4) (Unit: %).
1) LG: a Local Government, 2) SK: Statistics Korea, 3) WEMS: Water Emission Management System, 4) FBRD: 
Farm Business Registration Database.

(Kremer, 2003).

2.3. 인 수지 입력자료 출처별 조합

가용한 인 수지 입력 자료의 다양한 기관별 출처를 

고려하여 A 지자체의 경우 출처별 조합을 4가지로 구

성하였다(Table 3). 지자체(Local Government, LG) 자

료는 인 수지 유입, 유출 항목 모두 지자체 내부자료 만

으로 조합한 것이다. 지자체+통계청[LG+(Statistics 
Korea, SK)] 자료는 유입 항목 중 가축분뇨 퇴비·액비 

반출입량과 기타 유기질 비료량을 제외하고는 통계청 

자료만으로 구성하였다. 지자체+전국오염원조사[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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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A comparison between LG* and SK** of phosphorus budget of input in 2013-2015 for A region, Korea : Amount of 
(a) mineral fertilizers; (b) manure production; (c) seed and planting materials (Unit: ton-P/yr).
* LG: a Local Government, ** SK: Statistics Korea.

+(Water Emission Management System, WEMS)] 자료

는 유입항목 중 가축분뇨 생산량만 전국오염원조사 자

료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부 자료로 구성하였다. 지자

체+농업경영체 등록[LG+(Farm Business Registration 
Database, FBRD)] 자료는 작물과 관련된 항목인 파

종·식재용 재료를 통한 유입량, 작물 및 사료작물 생

산량을 농업경영체 등록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

자체 내부 자료로 구성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자료 조합별 출처별 인 수지 유입 항목 비교

2015년도 A 지자체 자료 조합별 인 수지 유입 항목 

비율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자료 조합과 상관없이 질

소 수지 유입 항목 중 가축분뇨가 87.8 90.5%로 가

장 많이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광물 비료 6.8
9.7%, 기타 유기질 비료 2.1 2.3%, 파종·식재용 재료

를 통한 유입 0.3 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읍

시와 김제시의 인 수지는 유입항목 중 가축분뇨가 차

지하는 비율이 각각 82.8%, 71.8%로 보고되었으나

(Kang et al., 2015), 충주지역은 52%로 나타났다

(Hong and Song, 2006). LG 자료와 LG+FBRD 자료

의 입력 항목 비율이 같은 이유는 입력 항목 중 비율이 

가장 낮은 파종·식재용 재료를 통한 입력 항목을 제외

하고 동일한 LG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LG+SK 자료에서 광물비료 유입량 비율이 9.7%로 타 

조합보다 높은 이유는 광물비료 유입량을 SK 자료로 

사용하였으나 타 조합은 LG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

이다. 
2013 2015년도 LG 자료와 SK 자료로 A 지자체 

인 수지 유입항목 산정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광물비료 유입량은 LG 자료로 산정한 경우 120 144 
ton-P/yr이었으나 SK 자료로 산정한 경우 181 261 
ton-P/yr로 약 1.5 1.9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SK 자
료의 광물비료 유입량은 단위농협에서 직접 작성한 

반면 LG 자료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위 농협에 공문으

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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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A comparison between LG* and WEMS** phosphorus budget of input in 2013-2015 for A region, Korea : Amount of 
(a) manure production; (b) manure to livestock manure treatment; (c) manure to solid composting; (d) manure to 
liquid composting (Unit: ton-P/yr).
* LG: a Local Government, ** WEMS: Water Emission Management System.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축분뇨 생산량은 LG와 SK 
자료로 산정한 경우 각각 약 1,487 1,634 ton-P/yr, 약 

1,499 1,679 ton-P/yr로 1.03 1.06배 차이로 거의 

유사하였다. 파종·식재용 재료를 통한 유입량은 2013
2014년도 산정결과 LG 자료와 SK 자료가 0.98배 

차이로 거의 유사하였으나 2015년도 산정결과는 SK 
자료가 0.83배 낮게 나타났다.

2013 2015년도 LG 자료와 WEMS 자료로 A 지
자체 인 수지 가축분뇨 유입항목 산정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가축분뇨 생산량은 LG 자료로 산정한 경

우 약 1,487 1,634 ton-P/yr이었으나 WEMS 자료로 

산정한 경우 약 1,308 1,589 ton-P/yr로 0.84 0.97
배로 낮게 나타났다. 정화처리로 가는 가축분뇨량은 

지자체 자료로 산정한 경우 약 70 78 ton-P/yr이었으

나 WEMS 자료로 산정한 경우 약 81 94 ton-P/yr로 

1.03 1.34배로 높게 나타났다. 퇴비처리로 가는 가축

분뇨량은 지자체 자료로 산정한 경우 약 1,409 1,542 

ton-P/yr이었으나 WEMS 자료로 산정한 경우 약 

1,178 1,469 ton-P/yr로 약 0.79 0.98배로 낮게 나

타났다. 액비처리로 가는 가축분뇨량은 LG 자료로 산

정한 경우 5.9 14.4 ton-P/yr이었으나 WEMS 자료

로 산정한 경우 약 38 39 ton-P/yr로 약 2.6 6.4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LG 자료와 WEMS 자료의 가

축분뇨 유입항목 산정 결과가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

는 가축 사육두수와 가축분뇨 처리현황 자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Kim et al.(2015)은 가

축 사육두수와 가축분뇨 처리현황을 LG 자료로 이용

하였으며, Yun et al.(2016)은 LG 자료와 환경부 자료

(가축분뇨처리통계)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3.2. 자료 조합별 출처별 인 수지 유출 항목 비교

2015년도 A 지자체 자료 조합별 인 수지 유출 항목 

비율을 Fig. 5에 나타내었다. 인 수지 유출 항목 중 작

물 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G 자
료와 LG+WEMS 자료의 유출 항목 비율이 서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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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5. The distribution of phosphorus budget of Output in 2015 for A region, Korea : (a) LG1); (b) LG1)+SK2); (c) 
LG1)+WEMS3); (d) LG1)+FBRD4) (Unit: %).
1) LG: a Local Government, 2) SK: Statistics Korea, 3) WEMS: Water Emission Management System, 4) FBRD: 
Farm Business Registration Database.

이유는 인 수지 유출항목은 지자체 자료를 적용하였

기 때문이다. LG+SK 자료에서 작물 생산량 자료가 

100%인 이유는 SK 자료에 사료작물에 대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LG+FBRD 자료의 작물 생산비율

은 LG 자료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LG+FBRD 자
료에서 작물생산 유출량 비율이 91.75%로 LG 자료와 

LG+FBRD 자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작물생

산 유출량을 FBRD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작
물생산 유출량은 작물별 재배면적에 작물시비처방 기

준(RDA, 2010)에서 제공하는 표준 작물시비량을 곱

해서 산정(Lim et al., 2017)되므로 작물 재배면적에 

비례한다. FBRD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A 
지자체 재배면적은 약 14,121 ha로 조사되었으나

(MAFRA, 2017), LG 자료는 약 12,884 ha에 불과하

다. 

3.3. 인 수지 산정 결과

2013 2015년도 자료 조합별 A 지자체 인 수지 산

정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인 초과율은 LG+SK 
자료로 산정한 결과가 약 674 702%로 가장 높았으

며 LG+FBRD 자료로 산출한 결과가 421%로 가장 낮

았다. 단위 면적당 인 초과량은 LG 자료, LG+SK 자
료, LG+WEMS 자료, LG+FBRD 자료로 산정한 결과 

각각 111 129 kg-P/ha, 137 145 kg-P/ha, 95 107 
kg-P/ha, 99 kg-P/ha로 우리나라 전체 인 수지보다 약 

2 3배 높게 나타났다(OECD, 2017).  LG+SK 자료

로 인 수지를 산정한 결과가 타 자료 조합보다 인 수지 

산정값이 높은 이유는 인 유입량의 약 90%를 차지하

는 가축분뇨 생산량이 타 자료 조합보다 높았기 때문

이다. 가축분뇨 생산량은 사육두수에 발생원단위

(MOE, 2008)와 인 환산 계수를 곱해서 산정(Hong 
and Song, 2006; Kim et al., 2015; Lim et al., 2017)되
는데 결국 사육두수에 의해 비례한다(Table 2). 즉 A 
지자체의 사육두수는 SK 자료가 타 자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출처마다 사육두수가 다른 이유

는 조사 시기 및 조사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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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Comparison of phosphorus surplus by data combination in 2013-2015 for A region, Korea : (a) Unit: %; (b) Unit: 
kg-P/ha/yr.
* LG: a Local Government, SK: Statistics Korea, WEMS: Water Emission Management System, FBRD: Farm 
Business Registration Database.

Components DCa) 1 DCa) 2

In
put

P1) Mineral fertilizer Data of SKb) Data of SKb)

P2) Manure production Data of WEMSc) Data of WEMSc)

P2-1~3) Manure to treatment, solid and liquid composting Data of WEMSc) Data of WEMSc)

P3) Net composting import/export Data of LGd) Data of LGd)

P4) Other organic fertilizer Data of LGd) Data of LGd)

P5) Seed and planting material Data of SKb) Data of FBRDe)

Out
put

P7) Crop production Data of SKb) Data of FBRDe)

P8) Fodder production - Data of FBRDe)

Notes: Minus(-) means data not available
a) DC: Data Combination, b) SK: Statistics Korea, c) WEMS: Water Emission Management System, d) LG: a Local Government, 
e) FBRD: Farm Business Registration Database,

Table 4. Recommended data combination of components of input and output in the phosphorus budgets in A region, Korea

돼지, 닭, 오리 등은 출하 시기가 1년 미만이므로 조사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조사 목적이나 조사 

부서에 따라 가축 사육두수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

어 지역단위 양분수지 산정 목적에 적합한 자료 출처

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4. 추천 자료 조합별 인 수지 산정 결과

기존 자료 조합은 지자체 내부 자료를 기준으로 타 

자료와 조합하였을 때 인 수지 산정 결과 값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타 자료 보다 지자

체 내부 자료는 지자체 협조가 필요하며 자료를 제공

하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협조 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자료 확보 용이성과 지역 간 자료 신

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내부 자료를 가능한 배제하고 자료 수집의 용

이성과 지역 간 자료 신뢰성을 고려하여 2가지 추천 

조합을 구성해 보았다(Table 4). 추천 조합1(Data 
Combination 1, DC 1)은 통계청 자료를 중심으로 전

국오염원조사 자료와 지자체 자료로 구성하였다. 추
천 조합2(Data Combination 2, DC 2)는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오염원조사 자료, 지자체 

자료, 통계청 자료로 구성하였다. 실질적인 자료 출처

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DC 1은 파종·식재용 재료를 

통한 유입량과 작물 생산량 산정에 기초 자료로 SK 
자료를 이용한 반면 DC 2는 FBRD 자료를 이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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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Comparison of phosphorus surplus by recommended data combination in 2015 for A region, Korea : (a) Unit: %; (b) 
Unit: kg-P/ha/yr.
* LG: a Local Government, SK: Statistics Korea, WEMS: Water Emission Management System, FBRD: Farm 
Business Registration Database, DC 1: Data Combination 1, DC 2: Data Combination 2.

Fig. 7은 2015년도 A 지자체 자료 및 추천 조합별 

인 초과율과 인 초과량을 나타낸 것이다. DC 1은 

490%로 LG 자료와 LG+SK 자료보다는 낮게 산정되

었으나 LG+WEMS 자료와 LG+FBRD 자료보다는 

높게 산정되었다. DC 2는 414%로 가장 낮았다. 인 초

과량은 DC 1과 DC 2로 산정한 결과 각각 128 
kg-P/ha, 97 kg-P/ha로 나타났다. A 지자체 자료 추천 

조합별 인 수지를 분석한 결과 파종·식재용 재료를 통

한 유입량의 차이보다는 작물 생산량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 생산량은 작물 재배면적에 의

해서 산정되는데 자료 출처마다 재배면적의 차이가 

약 17 28%로 나타났다. DC 1의 SK 자료는 다양한 

작물별 재배면적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Kang et al., 
2016) 작물생산량이 적게 산정된다. 따라서 DC 2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FBRD 자료로 

재배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양분수지 산정에 더 적합

하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OECD/Eurostat 인 수지 산정법의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한 후 A 지자체에 적용을 위해서 입

출력 자료 출처 및 조합에 따른 인 수지 산정결과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A 
지자체 인 수지를 LG 자료, LG+SK 자료, LG+WEMS 
자료, LG+FBRD 자료로 산정한 결과 각각 111 
kg-P/ha, 145 kg-P/ha, 105 kg-P/ha, 99 kg-P/ha로 나

타났다. 한편 DC 1과 DC 2로 산정한 결과 각각 128 
kg-P/ha, 97 kg-P/ha로 나타났다. 자료 출처 및 조합에 

따라 인 수지 산정값의 차이가 약 6 31%로 나타났

다. 이는 광물비료 유입량, 가축분뇨 생산량(사육두

수), 작물생산량(재배면적) 등이 자료 출처별 차이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인 수지(양분수지) 지표 특성상 

입력 자료는 일정 기간, 일정 범위에게 발생된 입출력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A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

는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정책에 인 수지 산정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의 용이성과 신뢰

성을 만족시키는 자료출처 조합 선정이 필요하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DC 1과 DC 2를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작물별 재배면적이 누락된 SK 자료가 포함된 

DC 1보다는 DC 2를 추천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

구는 지역단위 양분관리를 위한 양분수지 지표를 활

용하기 위해서 입력 자료의 중요성을 논의한 관점에

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DC 2 입력 자료로 전국 지자

체의 인 수지를 산정하여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 검토

가 필요하다. 또한 인 수지 산정값은 사용되는 계수에 

의해서도 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향후 민감도 분석을 

통한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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