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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든 생물은 살아가기 위하여 양분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람이 먹는 것을 음식이라
하고 식물이 먹는 것을 비료라 한다. 즉, 비료는 ‘식물의 음식’이다. 고등식물은 뿌리에
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광합성작용으로 여러 가지 생육에 필요
한 유기물을 합성하며 자란다. 자연에 존재하는 자생식물은 일정한 장소에서 양분을
흡수하여 자라고 죽기 때문에 서식지에서의 토양 중 양분 손실은 거의 없어서 매년 잘
성장할 수 있다.
반면 농경지에서는 농작물이 토양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여 성장하면 수확물은 다른
곳으로 운반되므로 대부분의 양분이 토양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된다(김완진, 2006).
따라서 농작물 재배로 감소된 양분을 알맞게 공급하지 않으면 작물 생산량은 점점 감
소하게 될 것이므로 토지의 생산력을 유지시키거나 더욱 많은 양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양분 보유능력 향상 등 관리를 잘 하고, C/N율(유기물 중 탄소/질소 비)을 조
절하고, 양분을 알맞게 주고, 양분 이용률을 향상시켜 토지를 비옥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를 ‘비료’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비료가 갖추어야 할 조
건은 여러 가지이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일정량 함유
할 것, 식물 생육이나 환경보전에 대하여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지 않을 것, 수송･저
장･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가격이 저렴하고 비효가 높아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 등이다.
비료는 <표 1>과 같이 관점과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류순호와 임
선욱, 1989).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료를 생산수단에 따라 분류하면 농가에서
인력으로 생산하는 천연비료와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학(공업)비료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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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형태에 따라 비료를 분류할 때는 탄소 존재 여부에 따라 탄소가 없는 무기
질비료와 탄소를 가지고 있는 유기질비료로 나눌 수 있다. 표에 있는 다양한 분류기준
과는 달리 일반인들은 비료를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화학비료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무기질비료 중 질소질비료, 인산질
비료, 칼리질비료 및 복합비료’를, 유기질비료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또
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사람의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 미
생물제제,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 중 부숙유기질비료와 부숙을
하지 않은 유기질비료’를 각각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대북 비료지원시 유
의할 시사점등을 알아본다.
표 1. 분류기준에 따른 비료 종류(류순호와 임선욱, 1989)
구입 경로

판매비료(금비), 자급비료(경제비료)

생산 수단

천연비료, 화학(공업)비료

원료 급원

동물질, 식물질, 광물질, 잡질

화학적 형태

유기질, 무기질

주성분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륨질비료, 특수성분 또는 미량요소 비료

부성분

황산근, 염화물

반응(화학적, 생리적)

산성, 중성, 염기성

성분 함량

고도(농후)비료, 저도(희박)비료

제조 과정

단비, 복비(배합비료, 화성비료)

비효 발현

속효성, 완효성, 지효성

비효 형식

직접, 간접, 자극

물리적 형태

고체, 액체, 기체, 입상, 분상

시용 시기

기비, 추비(분얼비, 수비, 실비)

규격

보통비료, 부산물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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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료의 이해
2.1. 비료의 종류
우리나라의 비료관리법에서는 비료를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
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비료관리법 제2조).
우리나라에서 비료를 생산, 판매, 유통, 공급하려면 그 비료가 반드시 비료공정규격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비료공정규격이란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비
료관리법 제2조).
비료공정규격(2014)에 따르면 비료는 크게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나눌 수 있다.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이외의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정해진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질소질비료(17종), 인산질비료(6종), 칼리질비료(3종), 복합비료
(12종), 석회질비료(10종), 규산질비료(6종), 고토비료(6종), 미량요소비료(4종), 그 밖의
비료(9종) 등 총 73종이 포함된다(표 2).
‘부산물비료’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사람의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 미생물제제,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
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비료관리법 제2조).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할 때 부산물비료에는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등 9
종), 유기질비료(어박, 골분 등 18종), 미생물비료, 건계분, 지렁이분 등 총 30종이 있다.
표 2. 비료의 구분 및 종류(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2014)
구

분

1. 질소질 비료

비료의 종류

종류수

황산암모늄(유안), 요소, 염화암모늄, 부산염화암모늄, 질산암모늄, 석회질
소, 암모니아수, 질산석회, 질황안, 질안석회, 피복요소, 씨디유(CDU)(2009.

17

10. 1.), 아이비디유(IBDU), 엠유(MU), 칠레초석, 질산희토, 광물융합체질소

보통
비료
2. 인산질 비료
3. 칼리질 비료

과린산석회(과석), 중과린산석회(중과석), 토마스인비, 용성인비, 용과린, 가
공인산비료
황산칼륨(황산가리, 입상황산가리), 염화칼륨, 황산칼륨고토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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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계속)
(앞에서 계속)

구

분

비료의 종류

종류수

4. 복합 비료

제1종복합, 제2종복합, 제3종복합, 제4종복합(엽면시비용, 양액･관주용, 화
초용), 엠유(MU)복합, 피복복합, 씨디유(CDU)복합, 피복요소복합, 아이비디
유(IBDU)복합, 포름요소복합

5. 석회질 비료

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부산소석회, 부산석회, 패화석, 생석회, 액상석
회, 수용성분상석회, 부산석고

10

6. 규산질 비료

규산질, 규회석(규회석비료1호, 규회석비료2호), 광재규산질, 경량콘크리트
규산질, 규인, 규인칼륨

6

7. 고토 비료

황산고토, 가공황산고토, 고토붕소, 수산화고토, 질산고토, 부산고토

6

8. 미량요소비료

붕산, 붕사, 황산아연, 미량요소복합

4

9. 그 밖의 비료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석회처리, 재, 아미노산발효부산액, 부산동물질액,
아미노산발효부산박, 상토1호, 상토2호

9

소계
1. 부숙유기질
비료
부
산 2. 유기질비료
물
비
3. 미생물 비료
료
4. 그 밖의 비료

12

73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폐기물, 가축분뇨발
효액, 부숙왕겨, 부숙톱밥

9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
까리유박, 기타식물성유박, 미강유박, 혼합유박, 가공계분, 혼합유기질, 증
제피혁분, 맥주오니, 유기복합, 혈분

18

토양미생물제제

1

건계분, 지렁이분

2

소계
합 계

30
103

2.2. 필수 식물영양소와 그 기능
식물이 생육과 대사과정에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이용하는 현상을 식물영양이라
하고, 이에 필요한 물질을 영양소라 한다.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전적으로 무기
물 형태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유기물질과 무기이온을 모두 필요로 하는 인
간･동물 및 미생물의 영양과 다른 점이다. 토양에는 대부분의 알려진 원소들이 수십,
수백 종의 양이온과 음이온 또는 화합물형태로 존재하며, 주로 뿌리를 통하여 식물에
흡수된다.
그러나 이들 원소가 모든 식물의 생육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부 원소는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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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식물의 생육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
다. 식물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원소를 필수영양소
라 한다. 필수영양소가 결핍되면 모든 식물체가 공통적으로 생명현상을 유지할 수 없다.
해당원소는 그 원소만이 갖는 특이적인 기능이 있어 다른 원소로 그 기능이 대체될 수
없으며, 해당 원소는 식물의 대사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가지
고 있다. 이런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필수영양소와 기능을 <표 3>에 나타냈다.
표 3. 필수식물영양소의 분류･흡수형태 및 주요 기능(김계훈 외, 2006)
구분

분류

비무기성

원소

비무기성

다량영양소

1차
영양소

2차
영양소
무기성

주요 흡수형태

C
H

H2O

O

O2, H2O

N

NO3 , NH4

P

H2PO4 , HPO4

K

K

Ca

Ca

세포벽 중엽층의
구성요소

Mg

Mg2+

엽록소 분자구성

S

SO42-, SO2

황함유 아미노산
구성요소

F

2+
3+
Fe ･Fe ･chelate

시토크롬(cytochrome)의
구성요소, 광합성 작용의
전자전달

-

2CO3 ,

주요 기능

HCO3 ,

CO2

아미노산･단백질･
핵산･효소 등의
구성요소

+

-

무기형태 흡수 후
유기물질 생성

2-

에너지 저장과 공급
(ATP 반응의 핵심)
효소의 형태유지 및
기공의 개폐조절

+

2+

2+

Cu

Cu ･chelate

산화효소의 구성요소

Zn

Zn2+･chelate

알코올탈수소효소
구성요소

Mn

Mn2+

탈수소효소 및
카르보닐효소 구성요소

Mo

MoO42-･chelate

질소환원효소 구성요소

B

H3BO3

탄수화물대사에 관여

Cl

Cl-

광합성반응에서 산소
방출

미량영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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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화학비료의 특징
화학비료는 염화칼리 등 자연광물에 원유나 천연가스에서 유래된 암모니아, 인광석에
서 유래된 인산 등을 반응시켜 제립 후 제조한 비료로서 비료의 3요소인 질소･인산･칼
리 중 한 가지 성분만을 함유한 단비와 질소･인산, 칼리 중 두 가지 이상 함유한 것
복비(복합비료)로 구분하기도 한다. 화학비료는 일반적으로 질소･인산･칼리의 성분량이
높아서 전세계적으로 적은 양을 사용하여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할 때 범용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이어진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녹색혁명 과정
에서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확품종을 많이 개발하여 활용했는데 다수확
품종은 양분을 많이 요구하므로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여기에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에 힘입어 화학비료가 싼값에 농가에 보급되었으므로 많은 지역에
서 화학비료를 과다사용하게 되었다. 화학비료는 20세기 100대 발명품에 속할 정도로
인류를 식량부족에서 구한 획기적인 물질임에는 분명하나 과다 사용하면 부영양화 유
발 등 문제점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녹색혁명을 통한 주곡의 자급을 이루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생겨나
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
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 비료와 관련된 부분은 ‘(화학비료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와 ‘축산분뇨
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이다. 환경농업육성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가장 최근인
2014년 3월 24일 개정되었고, 명칭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이 중 비료와 관련된 부분은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와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의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에는 ‘화학비료의 과다시비에 문제가 있으니 작물별 적정량을 시비하도록
한다’는 시각이었던데 반해 2014년에는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라 하여 화학비료 사용자체에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2006-2010)에서 2005년에 374kg/ha이던 화학비료 사
용량을 2010년까지 30%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2010년도에는 조사결과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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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242kg/ha로 나타났다. 이후 2011년도에 수립한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
획(2011-2015)에서는 매년 3%이상 감축을 목표로 2015년도에는 2010년 대비 15%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205kg/ha로 발표하였다(농림수산식품부, 2011). 정부의 시각변화와 국
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뀜에 따라 정부･업체･농민이 화학비료를 친환경적으로 사
용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맞춤형비료 사용, 저인산비료 사용 등으로 작물생
산량을 극대화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2.4. 유기질비료의 특징
앞서 비료공정상 부산물비료에 속하는 부숙유기질비료(9종)와 유기질비료(18종)를 통
틀어 유기질비료라 했지만, 실제로 유기질비료는 크게 유박(油粕)비료와 가축분퇴비로
구분된다. 유박비료는 씨앗의 기름을 짜고 난 부산물로서 주로 여러 가지 박류(粕類)를
혼합한 혼합유박을 사용하는 데 성분은 질소-인산-칼리의 순서로 4-2-1정도가 보통이다.
가축분퇴비는 과거의 퇴비와는 달리 주로 가축분뇨에 톱밥을 수분조절재로 사용하여
약 3달 부숙한 비료로서 비료성분은 약 0.8-1.5-1.2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유기질비료
는 비료성분이 적어 무기질비료에 비해 5∼20배 정도 많은 양을 사용해야 하지만 토양
의 물리적 및 생물학적 특성을 향상시켜 주는 데는 화학비료보다 훨씬 유리하다. 때문
에 토양의 물리성이나 생물학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고 모자
란 비료성분을 화학비료로 보충하는 병행 사용이 필요하다.

2.5.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 특징 비교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는 하나가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우리
는 두 비료의 특징을 잘 이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화학비료와 유기질비
료가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표 4>에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
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표 4.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 특징 비교(저자작성)
특징
비효 발현 시기
비효 지속 시간
단위무게당 양분함량
CO2 발생량
작물에 필요한 양분 조절
토양개량효과

화학비료
속효성
단시간
높음(고도비료)
없음
쉬움
적음

유기질비료
완효성, 지효성
장시간
낮음(저도비료)
많음
어려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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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 발현 시기: 화학비료는 대개 무기염(salt)이므로 토양에 도달하여 수분과 만나면
용해되어 식물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양이온 또는 음이온이 되므로 효과가 빠른 속효
성이다. 이에 반하여 유기질비료에는 이름 그대로 탄소를 포함한 유기물이 많으므로
분자량이 커서 식물에 그대로 흡수될 수 없다. 따라서 유기질비료는 미생물이 유기물
을 모두 분해하여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비료의
효과가 장기간 서서히 나타나는 완효성비료, 또는 처음에는 비료 효과가 없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이 존재하게 되는 지효성비료이다.
비효 지속 시간: 화학비료는 비료가 토양에 도달하면 녹아서 식물에 바로 이용되지
만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반면 유기질비료는 유기물이 모두 분해되어 생
성된 양분이 없어질 때까지 식물에 양분을 서서히 공급할 수 있으므로 화학비료에 비
하여 비효가 오래 지속된다.
단위 무게 당 양분함량: 화학비료는 전체 무게 중 많은 비율이 질소, 인산, 칼리로
구성되어 (예, 벼농사용 21-17-17 비료는 55%가 질소, 인산, 칼리) 단위 무게 당 양분
함량이 높다. 그러나 유기질비료는 그 이름에서 보듯 유기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30∼
70% 이상), 단위 무게 당 양분함량이 화학비료에 비하여 매우 낮다. 이 때문에 동일한
양의 유기질비료를 성분기준으로 경지에 주려면 화학비료에 비하여 훨씬 많은 양을 주
어야 한다.
CO2 발생량: 화학비료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용 중 온실가스인 CO2 발생이
없으나 유기질비료는 유기물이 분해되어 양분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CO2가 발생한
다. 그러나 작물에 사용한 비료가 작물에 이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양만을 단
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의 CO2 발생량을 비교하기 위
해서는 원료부터 제품생산을 거쳐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에 영향을 평가하는 전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가 필요하다.
작물에 필요한 양분 조절: 작물은 생육시기에 따라 각각 필요한 양분의 비율이 다르
다. 예를 들어 벼 재배에는 질소-인산-칼리의 비율이 21-17-17인 비료가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비료는 이와 같이 작물에 필요한 양분의 비율과 양을 조절하기가 쉬
우나 유기질비료로는 작물에 필요한 양분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토양개량효과: 여기서 정의한 화학비료에는 대표적인 토양개량제인 석회질비료가 포
함되지 않으므로 화학비료의 직접적인 토양개량효과는 적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유
기질비료는 유기물의 토양개량효과를 가지므로 토양개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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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서양 속담처럼 무엇이든 얻기 위해서는 댓가를 치러
야 한다. 20세기 100대 발명품의 하나인 화학비료는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작물에 공
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농자재이다. 화학비료든 유기질비료든 과용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만약 화학비료나 유기질비료 사용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면 된다. 화학비료 과용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고 해서 화학비료 사용을 백안시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식량자급률이 낮은 나라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화학비료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두 비료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도록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3. 농업에 있어 화학비료 시용(施用)의 중요성
토양은 암석의 풍화산물인데 우리나라 토양은 남쪽과 북쪽 모두 모암이 화강암계인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이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암석에는 여섯 종류의 주요 광물(6대
조암광물: 석영, 장석, 운모류, 각섬석, 감람석, 휘석)이 있는데 각섬석, 감람석, 휘석은
쉽게 풍화되어 토양으로 변하는데 반하여 석영, 장석, 운모류는 단단하여 풍화가 잘 되
지 않으므로 생성된 토양의 성질이 달라지게 된다.
화강암에는 Ca과 Mg이 적은 석영, 장석, 백운모가 많아서 풍화가 느리며 화강암으로
부터 생성된 토양에는 Ca과 Mg이 적기 때문에 원래부터 산성토양이 될 수밖에 없다.
또 Si, Al, K 이외에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물양분이 적어서 척박한
토양이므로 적절한 식물 생육을 위해서는 비료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반면에 흑
운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으로부터 유래한 토양은 Si, Al, K 외에도 Ca, Mg, K 등을
함유하여 상대적으로 비옥하다.
또한 우리나라 토양의 주요 광물은 양분보유력이 매우 낮은 카올리나이트이고 유기
물함량도 매우 낮으므로 양분이 용탈되기도 쉽다. 결국 우리 토양은 양분보유력이 높
은 광물로 이루어지고, 유기물함량이 높은 나라의 토양에 비하여 근본적으로 작물재배
에 불리한 척박한 토양으로 비료 없이 작물을 생산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반해 토양이 비옥한 나라들은 비료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화학비료공장의 효시는 1910년 8월 부산에 연간 130톤의 유안과 315톤 내
외의 부산물을 생산했던 유안제조소이다(김완진, 2006). 1920년대 들어 점차 화학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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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25년부터 일본, 만주 및 기타지역에서 유안, 칠레초
석, 석회질소, 과석 등 비료를 수입하였다. 계속되는 비료 부족 때문에 일제는 1930년
엔 흥남에 당시 동양 최대의 유안공장을 건설하여 유안비료를 생산하여 내수를 충족하
고 외국으로 수출하기까지 했다.
해방 후 공장과 발전시설은 대부분 북한에 있었다. 남한에서는 비료를 전혀 생산할
수 없게 되어 원조 및 수입에 의존하여 화학비료를 공급하는 비료 전량 도입시대를 맞
이하였다.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비료공장 건설에 따라 비료자급을 통해 보리고개
를 극복하는 등 영농에 활용하게 되었다.
<표 4>에서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의 차이에서 본 바와 같이 화학비료는 비효발현이
빠른 속효성이고, 단위무게당 양분 함량이 높은 고도비료이며, 작물에 필요한 양분양/
비율 조절이 쉽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우리 토양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비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화학비료는 토양에 투입되는 즉시
식물에 반응이 오고, 그 결과가 수확량으로 나타나므로 화학비료가 유기질비료보다 훨
씬 적합하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 토양의 건전성이다. 우리는 과거에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
여 토양에 농자재를 많이 투입하고, 많은 것을 수확하기 위하여 토양의 건전성을 해치
기도 하였다. 일단 훼손된 토양의 건전성을 다시 복원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든
다. <그림 1>은 우리나라 농업발달에 따른 농업환경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이상민,
2004). 우리나라 농업이 ‘발달’하면서 생산성은 증가했지만, 농업환경이 악화되고 농업
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친환경농업을 도입하게 되었
다.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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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농업발달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이상민, 2004)

4. 유기질비료가 시용되어야 할 필요성
4.1. 토양 유기물의 역할
토양 유기물의 가장 큰 역할은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이다. 즉, 토양 유기물은 토양입
단을 형성하여 공극률, 투수성, 보수성, 통수성, 내침식성을 개선한다. 또한 토양 유기
물은 양이온교환용량 증대, 활성 알루미늄 생성억제, 인산의 고정 방지 및 토양인산의
유효화, 불가급태2) 양분의 유효화, 완충능3) 증대와 같은 식물 생육 측면의 토양이화학
성 개선에 큰 역할을 한다.
토양 유기물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서서히 분해되면서 미생물과 식물에 필요한 양분
을 다량원소 및 미량원소 형태로 공급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공급되는 양분은 단기
간 많은 양분이 공급되는 화학비료와는 달리 적은 양이지만 양분이 서서히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토양 유기물은 성장 촉진물질을 공급하며 식물 광합성의
원료가 되는 이산화탄소의 공급원이 되기도 한다. 또한 토양 유기물은 물질순환 증대,
생물학적 완충능 증대, 유해물질 분해제거를 통한 생물상 활성 및 증진에도 기여한다.
2) 토양에 존재하지만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의 양분
3) 산이나 알칼리가 토양에 들어와도 pH가 쉽게 변하지 않게 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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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유기물의 분해와 집적에 관여하는 요인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토양 유기물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그
함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필요한 양을 토양에 유지하는 것은 토양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쉽지 않은 일이다. <표 5>에 토양 중 유기물의 분해와 집적에 관여하는 요인
을 정리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녹비
또는 피복작물을 재배하여 침식을 방지하고, 잦은 경운에 의하여 유기물이 과다하게
분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경운을 하며, 수확 후 식물 잔재는 토양에 환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밖에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양 중 적정한 질
소 수준을 유지하고, 식물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며, 재배하는 식물은 뿌리/줄기 비
가 높은 것을 택하여 뿌리 잔재 형태로 토양에 잔재를 많이 남기도록 해야 한다.
표 5. 유기물의 분해와 집적에 관여하는 요인(윤홍배와 장병춘, 2011)
유기물 증진 인자

유기물 소모 인자

녹비 또는 피복작물

침식

보전경운

관행 경운

식물잔재 토양환원

전체 식물 제거

낮은 온도와 그늘

높은 온도와 햇빛 노출

퇴구비 시용

무기물만 시용

적정한 질소 수준

과다한 무기질소

높은 식물 생산성

낮은 식물 생산성

뿌리/줄기 비가 높은 식물

뿌리/줄기 비가 낮은 식물

4.3. 토양에 유기질비료가 시용되어야 하는 이유
토양에 유기질비료가 시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앞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
능하다. 즉, 토양 중 유기물은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양분 공급원, 생물상 활성 및 증
진에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토양에 유기질비료가 시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화학
비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유기질비료에는 비료성분이 있지만 식물재배에 필
요한 양분 공급은 화학비료로 하고, 유기질비료는 유기물공급원으로 함께 시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는 각각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작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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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를 유기물로 생각하고 토양에 사용할 때는 토양에 유기물 시용시 고려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토양에 유기물을 시용할 때에는
먼저 양분공급, 토양물리성 개선, 미생물 활성 증진 등 유기물 이용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부숙도, 양분함량 등 시용 유기물의 특성, 대상 토양의 특성, 재배작물, 재
배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양 유기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지속
적으로 유기물 시용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기물을 토양에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
다. 우리나라의 2013년 가축분뇨 발생량은 4,720만톤이며 이중 돼지분뇨는 38.9%인
1,830만톤에 달한다. 가축분뇨는 좋은 비료원료이나 현재 발생량은 우리나라에서 소비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가 토양･하천 등의 주 오염원으
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2011년까지는 넘치는 가축분뇨 처리 수
단의 하나로 해양투기를 하였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금지된 후에는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이 처리시설 이용률 향상과 경종농가 고품질 퇴･액비 공급에 집중되고 있
으나 전량 소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유기물은 토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며, 토양의 유기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유기물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유기물자원
(축분퇴비)은 우리나라 토양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다. 가축분뇨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 축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 유기물 자원이 부족한 북한에 지원한다면 남북간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토양비료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5. 대북 농업지원과 시사점
남북 농업협력사업에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화학비료지원이다. 북한에서 가장 부족한 농자재 중 하나가 화학비료이고 화학
비료의 증산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화학비료 지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N･P･K를 균형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료가 공급되더라도
균형있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낳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한 요소가 결핍되
어 있다면 다른 요소가 충분하더라도 생산성 증대는 미미하다.
대북 비료지원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유기질비료 지원이다. 북한
농지의 토양은 유기물 함량이 낮기 때문에 건전한 상태가 아니다. 유기질 비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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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학비료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가축분뇨가 주원료라는 점 때문에 지원 및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의 적극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 적극적으로 수용
하는 농업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을 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유기질 비료를 이용한 농작물 증수(增收) 실험을 북한 농촌에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가축분퇴비를 지원하는 것은 남한 축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
다. 현재 남한은 축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늘어나는 가축분뇨 처리문제로 큰 골치를 앓
고 있다. 과거 소규모로 축산을 영위할 때 거기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귀중한 자원이
었다. 그러나 오늘날 축산업은 경제성, 편리성 등을 이유로 규모화, 집단화 되었다. 축
산단지와 같이 대규모 축산업을 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이제 더 이상 자원
이 아닌 폐기물이 되었다. 최근 더욱 강화된 환경규제로 가축분뇨 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국민들은 가축분뇨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
다. 수용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잘 처리하면 양질의 가축분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 이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면 효과가 큰 남과 북의 win-win 사업이
될 것이다.

6. 참고문헌
김계훈 외 13인. 2006. 토양학. 향문사.
김완진. 2006. 실용비료해설. 도서출판 상록사.
농촌진흥청. 2014.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4-13호.
농림축산식품부. 1997. 환경농업육성법. 법률 제5442호.
농림축산식품부. 2011.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1∼2015). p. 21, p. 31.
농림축산식품부. 2014. 비료관리법. 법률 제11998호.
농림축산식품부. 20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법
률 12515호.
류순호, 임선욱. 1989. 토양비료.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윤홍배, 장병춘. 2011. 토양유기물의 역할과 동태-발표자료.
이상민. 2004. 유기농업과 친환경농업-발표자료.

14 • 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