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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urrent estimation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from livestock agriculture in Korea was 
based on Revised 199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1996 IPCC GL) 
published in 1996 and emission data were published in National Inventory Report. New guideline 
book,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2006 IPCC GL), however, 
was published in 2006. Hence preparation to apply new guideline for the estimation of GHG 
emission would be necessary. In this study, 1996 IPCC GL and 2006 IPCC GL for livestock 
agriculture were compared. Estimated GHG emissions based on Tier 1 methods of 1996 IPCC GL 
and 2006 IPCC GL between 2000 and 2008 were also compared. Estimated GHG emissions based 
on 2006 IPCC GL were 1.27~1.33 times higher than those based on 1996 IPCC GL. These 
results were mainly caused by emission factors of each IPCC GL. More researches should be 
conducted to decrease uncertainties of national GHG inventories.
(Key words : Climate change, Greenhouse gas, IPCC guideline, Livestock)

서    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
와 편리함을 제공받는 한편 환경파괴와 자원
고갈의 부작용을 떠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할 
대상으로 삼고 특히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
다 (백춘열, 2012). 기후변화 협약은 세계 각
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
킴으로써 지구의 환경변화를 최소화하는 목
표를 갖는다. 그러나 협약 자체에 온실가스 
감축량과 그 시기 등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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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협약의 실질적인 실천 방법을 명시할 필요
가 대두되어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
정서가 채택되었다. 이후 2005년 교토의정서
가 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이
행할 의무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교토의 정
서상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OECD 국가로
서 세계 10위 수준의 온실가스 다배출국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여 녹색기술․산업을 신성
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
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
였다.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온실가스 감
축 목표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국가 전체 30%, 농
림어업부문은 5.2%이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
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각 부문
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가 정확히 이뤄져야
하고 감축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Kim, 2007). 
이를 위해서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 작성한 ‘국가 온실가스 배
출량 인벤토리 지침 (Guideline, 이후 지침)’을 
이용하여 정확한 온실가스배출량을 조사하여
야 한다 (IPCC, 2006). 2006 IPCC 지침은 온
실가스 인벤토리 및 계정에 관한 가장 발전
된 수준의 통합 지침서이다. 축산부문이 속
한 AFOLU 부문은 타 부문에 비해 방법론이 
매우 복잡하고 활동자료 및 계수 개발이 한
계점이 많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재원의 투자가 어렵고 시간 또한 많이 요구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1996 IPCC 지침
(IPCC, 1996)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향후 더 발전된 
2006 IPCC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United Nations Framework on Climate 
Change Convention에 제출한 뉴질랜드,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의 2011년도 국가 인벤토

리 보고서의 사용 지침을 보면, 뉴질랜드는 
2009년 기준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 (CH4)이 
차지하는 비율이 31.9%에 달하는 축산 중심
국가로서 축산부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는 1996 IPCC 지침, GPG 2000, GPG 
2003, 2006 IPCC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
되었다. 뉴질랜드는 GPG 2000을 기본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는데 일부분은 
2006 IPCC 지침을 사용하였다. 장내발효 중 
알파카는 2006 IPCC 지침의 기본값이 뉴질
랜드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국가 고유 자료와 
2006 IPCC 지침의 값을 비교하여 뉴질랜드
의 국가 고유 배출계수가 2006 IPCC 지침의 
오세아니아 지역 기본값 보다 약간 높다는 
것을 평가하였다. 뉴질랜드는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CH4에 대한 국가 고유 
불확실성 값을 가지고 있지 않고 GPG 2000
에도 없기 때문에 2006 IPCC 지침 기본값을 
이용하였으나 아산화질소 (N2O) 배출에 대한 
값을 GPG 2000의 기본값을 이용하였다. 

미국의 농업부문은 2009년 기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6.3%를 차지하고 이 중
에서 축산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장내발효 
과정과 가축분뇨 처리과정이 각각 33.3%, 
16.1%로써 총 49.4%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장내발효 과정에서 배출되는 CH4을 계산할 
때 2006 IPCC 지침의 CH4 전환계수 (Ym)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가축의 배출계수 및 배출
량 계산법도 2006 IPCC 지침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최근 장내발효 과정과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 연결의 중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이를 위해 2006 IPCC 지침의 에너
지 밸런스 공식과 배출량 계산 모델을 연결
하였다. 가축분뇨 처리과정의 CH4와 N2O 배
출량의 경우 2006 IPCC 지침을 기본으로 작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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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농업부문은 2009년 기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5.5%를 차지하는데 이 
중 장내발효 과정의 비율은 64.6%에 달한다
(Bamualim and Kartiarso, 1985). 호주는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할 때 국가 고유 배출
계수 및 GPG 2000을 사용하고 있으나, 염소, 
물소, 낙타 등 기타 가축의 경우 1996 IPCC 
지침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슴과 알파카의 
경우는 Howden (1991)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불확실성 평가를 위해 GPG 2000을 사용하였
으나 CH4 전환율 (methane conversion rate) 등 
일부에서는 2006 IPCC 지침을 사용하였다.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CH4와 N2O
량을 산정할 경우 국가 고유 배출계수 및 
1996 IPCC 지침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호주
는 아직 2006 IPCC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일본의 농업부문은 2009년 기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2.1%를 차지하고 이 중 
장내발효 과정과 가축분뇨 처리과정의 비율
은 각각 27%, 27.8%로, 축산으로 인한 직접
적인 배출량이 54.8%에 달한다 (Gibbs et al, 
2002). 일본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가 고유 자료 및 GPG 2000을 사용하
였으며 양과 염소 등 기타 가축과 농업부문
의 배출량 계산에 있어 3년 평균을 사용하는 
등 일부분에서 1996 IPCC 지침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불확실성 평가를 위해 1996 
IPCC 지침 및 GPG 2000을 이용하였다. 따라
서 일본의 경우 2006 IPCC 지침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농업부문은 2009년 기준 국가 전
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8.1%를 차지하고 있
으며 이 중 장내발효 과정과 가축분뇨 처리
과정의 비율은 각각 33.9%, 26.8%로, 축산으
로 인한 직접적 배출량은 농업부문의 60.7%
에 달한다. 캐나다는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장내발효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
실가스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 및 GPG 2000

을 사용하였고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배출
되는 온실가스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 및 
2006 IPCC 지침을 사용하였다. 주요 카테고
리 결정을 위해 GPG 2000과 GPG 2003을 사
용하였으며 불확실성 평가를 위해 GPG 2000
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캐나다는 1996 IPCC 
지침, GPG 2000, GPG 2003, 2006 IPCC 지침
을 국가환경에 맞도록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발적 감축목표 실
현을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온실
가스 보고 검증제도 (MRV)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AFOLU 부문의 통합된 2006 IPCC 지침
의 국내 적용성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을 통
해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
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원 및 이용 지침

축산부문에서 1996 IPCC 지침과 2006 IPCC 
지침의 카테고리 분류는 크게 장내발효 과정
과 가축분뇨 처리과정의 CH4와 N2O 배출로 
나눠지며, 각 과정별로 축종별 구분이 되어 
있고 축종은 다시 성장단계 등을 이용한 하
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된다 (정경화 등, 2008). 
2006 IPCC 지침에서는 1996 IPCC 지침과는 
달리 주요 카테고리의 결정을 위한 방법을 
배출량의 절대적 수준, 배출 경향, 불확실성
에 대한 고려를 통해 결정하였다. 주요 카테
고리의 결정을 위한 조건은 해당 카테고리가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2006 IPCC 지침의 approach 1이 이러한 개념
을 이용하였으며 하위 카테고리의 배출량 합
이 전체 배출량의 95%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2006 IPCC 지침의 approac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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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하위 카테고리가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위 카테고리를 
정하며 approach 1 이외에 부가적으로 실시
하는 분석으로 이 두 과정 모두를 수행할 때 
‘우수실행’이라 일컫는다. 

2. 배출량 산정방법

장내발효 과정에서 배출되는 CH4 량 계산
을 위한 방식은 3단계가 있다. 1단계는 가축
을 성장단계 등의 하위 카테고리로 나누고 2
단계는 각 하위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연간 
가축당 배출계수를 구하며 3단계는 하위 카
테고리의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위 카
테고리의 배출계수와 하위 카테고리의 사육
두수를 곱하고 총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위 카테고리의 배출량을 모두 더한다. IPCC
에서는 세 가지 방법론 (Tier 1, Tier 2, Tier 
3)을 제안하고 있다. Tier 1 방법은 이전 연
구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기
본값을 배출계수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Tier 
2 방법은 총 에너지 섭취량과 하위 카테고리
에 속하는 축종에 대한 CH4 환산계수 계산
을 위해 상세한 국가 고유 자료가 필요하며 
장내 발효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에서 사용한다. 가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Tier 2 
방법보다 더 정확하게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을 계산하려 할 경우 Tier 3 방법을 개발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국가 고유의 
사료 특성, 축종 하위 카테고리에 따른 사료 
급이량과 사료의 질, 계절에 따른 발생량 변
화 등 자세한 자료들이 필요하며 이러한 데
이터들은 직접 측정을 통해 얻어야 하며 배
출계수 산출의 정확성과 정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검토가 필요하다. 가축
분뇨 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CH4와 N2O 량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장내발효 과정과 마찬

가지로 Tier 1, Tier 2, Tier 3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Tier 1 방법은 장내발효 과정을 계
산할 때와 같이 IPCC에서 정한 기본값을 이
용하며 해당 국가의 환경과 각 배출계수의 
정의에 적합한 것을 이용해야 한다. Tier 1 
방법을 사용할 때 카테고리별 CH4 배출계수
가 사용되며 IPCC 기본값 배출계수는 연평
균 기온, 축종별, 지역별 분류에 따라 해당값
을 찾을 수 있다. 2006 IPCC 지침에서는 가
금류의 배출계수를 자세히 구분하였고 그 외
에 사슴, 순록, 토끼, 모피가축의 배출계수도 
명시하였다.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배출되
는 온실가스량을 계산하기 위해 Tier 2 방법
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장내발효 과정의 Tier 
2 선택 조건과 마찬가지로 가축분뇨처리과정
이 주요한 배출원이고 IPCC의 기본 배출계
수 도출을 위해 사용한 자료가 해당 국가의 
가축 및 가축분뇨 처리 조건과 잘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소, 물소, 돼지의 특
성과 가축분뇨 처리시스템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가축 사육 두수가 
많은 국가의 경우 배출량 계산을 위해서는 
Tier 2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Tier 2 방법은 가축분뇨로부터의 배출계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한 유형
의 입력자료인 가축분뇨 특성과 가축분뇨 처
리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배출량이 산정된
다. 

CH4 및 N2O의 GWP는 각각 21과 310을 
사용하였다. 2006 IPCC 지침에서 가축분뇨 
내의 질소배출량은 가축의 체중 1,000 kg을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 축종별 
평균 체중을 사용해야 한다. 가축의 체중은 
성장단계 및 품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값
을 계산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환경부 고시 제1999-109 ‘사육두수 및 가
축별 배출원단위’를 개정하기 위해 수행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분뇨발생
량 및 주요성분재설정 (2008)” 연구 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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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별 평균 체중 (한우 : 350 kg, 젖소 : 423
kg, 돼지 : 70 kg, 닭 : 1.69 kg)을 이용하였다. 
기타가축의 경우 염소는 38.75 kg, 양은 55
kg, 말은 370 kg을 이용하였다. 이를 이용하
여 계산한 가축당 질소 배출량은 젖소 (67.9
kg/두/년), 한․육우 (39.6 kg/두/년), 돼지 (17.4
kg/두/년), 닭 (0.51 kg/두/년), 염소 (19.4 kg/두/
년), 말 (62.1 kg/두/년), 양 (23 kg/두/년)이었다.

3. 2000~2008년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및 

비교

현재 우리나라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는 1996 IPCC 지침 
Tier 1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6 IPCC 지침 Tier 1과 2006 IPCC 지침 
Tier 1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축종은 
소, 한․육우, 돼지, 닭, 염소, 말, 양이다. 소, 
한․육우, 돼지, 닭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의 사육두수는 통계청 농업통계 정보의 값을 
사용하였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육두
수는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의 값을 사용
하였다. 염소, 말, 양의 사육두수는 농림수산
식품부의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의 기타가
축통계의 값을 사용하였다. 모든 축종의 사
육두수는 12월의 통계 값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1996 IPCC 지침과 2006 IPCC 지침차

이분석

가. Tier 1
장내발효과정에서 배출되는 CH4 량을 Tier 

1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위해서는 배출
계수와 해당 카테고리의 가축사육두수를 곱
한다. 이 방법은 1996 IPCC 지침과 2006 
IPCC 지침 모두 같다. 따라서 현재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1996 
IPCC 지침의 배출계수 선택 방법과 마찬가
지로 2006 IPCC 지침의 배출계수를 선택하
여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다. 가축분뇨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CH4 량은 장내발효의 
CH4 발생과 마찬가지로 IPCC의 기본 배출계
수를 이용하며 해당 국가의 환경과 각 배출
계수의 정의에 적합한 것을 이용해야한다. 
Tier 1 방법을 사용할 때 가축 부문 또는 하
위부문별 메탄 배출계수가 사용되며 연평균 
기온에 의한 IPCC 기본계수는 축종별, 지역
별 분류로 구분하여 제시되어 있으며 1996 
IPCC 지침과 2006 IPCC 지침의 자료가 구분
되어 있다. 배출계수는 가축분뇨가 처리되는 
지역의 기온, 가축분뇨의 휘발성 고형물 함
량과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가축분뇨 관리방
법의 범위에 따라 다르다. 1996 IPCC 지침과 
2006 IPCC 지침의 배출계수의 차이가 존재
하며 2006 지침에서는 가금류의 배출계수를 
자세히 구분하였으며 그 외에 사슴, 순록, 토
끼, 모피가축의 배출계수도 명시하였다. 가축
분뇨 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적인 N2O 
량은 가축분뇨처리시스템에서의 N2O 배출량 
예측을 위해 사용된 방법론과 세부사항의 수
준은 국가의 상황에 달려있고 그 국가의 상
황에 적절한 Tier 수준을 선택해야 한다. Tier 
1 방법은 각각의 가축분뇨처리방법의 배출계
수를 알아야 하며 IPCC의 N2O 배출계수, 질
소 배출 데이터,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스
템 데이터의 기본계수를 이용한다. 1996 IPCC 
지침과 2006 IPCC 지침의 차이는 질소배설
량을 위한 기본값 단위에 있다. 1996 IPCC 
지침은 가축 당 질소 배출량이 표시되어 있
으나 2006 IPCC 지침은 가축 체중 1,000 kg
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2006 IPCC 지침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축종
의 평균적 체중 자료가 있어야 적용이 가능
하다.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간접
적인 N2O 량은 가축분뇨가 처리되는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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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른 형태의 질소 (예, 암모니아와 질소산
화물)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 휘발성 암모니
아 형태의 질소는 가축분뇨처리지역으로부터 
바람이 불어가는 지역에 축적되며 간접적인 
N2O 배출을 일으킨다. 배설되고, 가축분뇨처
리시설에서 관리되고, 최종적으로 토양에 적
용하는 가축분뇨의 질소를 추적하기 위해 질
량보존적 접근 방법인 Tier 3을 사용하는 것
이 좋다. Tier 1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관
리되는 질소량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질소
산화물과 암모니아의 형태로 휘발되는 질소
량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Tier 1 방법은 질
소 배출 데이터 기본계수, 가축분뇨 처리시
스템 데이터 기본계수, 그리고 휘발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질소 손실의 분율 기
본계수를 이용한다. 

나. Tier 2
Tier 2 방법을 이용하여 배출량을 계산할 

경우에도 Tier 1과 마찬가지로 배출계수와 
가축사육두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Tier 2 방
법의 경우 배출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Tier 2 방법은 배출계수를 결
정하는 식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변수를 각 
국가의 축산 환경에 따라 결정하여 그 값을 
구한 후 그 값을 대입하여 계산한다. 장내발
효 과정의 배출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는 섭취 사료의 총 에너지와 섭취 사료
의 Ym이다. 총 에너지 (GE) 요구량은 순 에
너지 요구량과 사료 특성에 따른 에너지 이
용도의 총합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섭취 사
료의 Ym는 사료별 상호작용과 축종에 따라 
다르다. Ym는 IPCC의 해당 기본계수 또는 
국가 고유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소화율이 
높고 높은 에너지 값을 가지는 질 좋은 사료
를 급이할 경우 낮은 범위의 계수를 이용하
며 저품질의 사료를 급이할 경우 높은 범위
를 사용한다. 이유 전 가축의 Ym는 0으로 
간주한다. 1996 IPCC 지침과 2006 IPCC 지

침에서는 Ym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가축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CH4 량을 산정
할 때, 고유 가축의 종/범주가 국가 배출량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과정
의 CH4 배출계수 산출을 위해서는 좀 더 복
잡한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국가의 고유한 
환경에 맞는 배출계수를 개발하는데 사용될 
가축의 특성과 가축분뇨 처리과정에 대한 자
세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Tier 2 방법은 가
축분뇨관리가 주요한 배출원이고, IPCC의 기
본 배출계수 도출을 위해 사용한 자료가 해
당 국가의 가축 및 가축분뇨 처리 조건과 잘 
일치하지 않을 때 적용할 수 있다. 소, 물소, 
돼지의 특성과 가축분뇨 처리시스템은 국가
별로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가축 사
육두수가 많은 국가의 경우, CH4 배출을 산
정하기 위해서 Tier 2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Tier 2 방법은 가축분뇨로부
터의 배출계수 산정에 가축분뇨의 특성과 가
축분뇨 처리시스템의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친
다. 가축분뇨의 특성은 가축분뇨에서 발생된 
휘발성 고형물 (VS)의 양과 그 가축분뇨로부
터 발생될 수 있는 CH4 최대 발생량 (B0)을 
포함한다. 가축분뇨 중 VS량은 Tier 2의 장
내 발효 배출계수를 도출하는데 사용되는 변
수이기도 한 사료 섭취량 및 사료 소화성에 
근거하여 산정되거나 가축분뇨를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에 근거할 수 있다. B0은 축종과 
사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가축분뇨의 
VS의 양에 의거한 이론상의 B0이다. 축사의 
깔짚 (짚, 톱밥, 나무조각 등)은 Tier 2 방법에
서 VS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러한 깔짚 재료
의 종류와 사용은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고형물 저장 시스템과 관련이 있
으므로 전체 CH4 발생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축분뇨 처
리시스템의 특성은 가축분뇨관리에 이용된 
시스템의 유형과 시스템 고유의 B0 비율을 
반영하는 CH4 변환계수 (MCF)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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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와 한․육우의 경우 우리나라가 속하는 
한대 및 온대 지역에서는 1996 IPCC 지침과 
비교했을 때 2006 IPCC 지침의 MCF 값은 
lagoon에서 감소하였으며, 액체/슬러리 및 고
형물 저장의 경우에는 증가하였다. 돼지의 
경우 1996 IPCC 지침과 비교했을 때 2006 
IPCC 지침의 MCF 값은 lagoon에서 감소하였
으며, 액체/슬러리 및 고형물 저장의 경우에
는 증가하였다. 한 달 미만 저장하는 pit의 
경우 한 대와 온대 모두 1996 IPCC 지침과 
비교했을 때 2006 IPCC 지침은 감소하였으
나 한 달 이상 저장할 경우 일부 온도 (15~ 
17℃)를 제외하고는 한대 및 온대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Tier 2 배출계수 개발은 각 기후 
지역에서 각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의해 처리
되는 가축분뇨의 평가를 이용하여 가중평균
MCF 결정을 포함한다. 그 다음 평균 MCF를 
VS 배설률과 가축 범주의 B0을 이용하여 계
산한다. 휘발성 고형물 (VS)은 가축분뇨에서 
유기물질이며, 생물분해성 부분과 생물비분
해성 부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996 
IPCC 지침과 비교하였을 때 2006 IPCC 지침
은 소변으로 손실되는 에너지를 고려하고 있
다. 가축분뇨의 B0은 종과 사료에 따라 변동
되며 국가 고유의 B0 측정값을 이용하는 것
이 좋다. Tier 2 계산은 총 배설된 VS에 근
거를 두고 있으므로 샘플링 방법을 포함해 
B0 측정을 표준화하고, 만약 총 배설된 VS 
값이 아니라면 생물분해성 VS에 근거를 두
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이한 가
축분뇨 처리시스템에 대한 기본값 MCF는 고
유 가축분뇨 처리시스템에 대해 결정되고, 
B0가 얻어지는 정도를 나타낸다. 1996 IPCC 
지침의 경우 온도 범위를 15℃ 미만, 15℃
이상부터 25℃ 미만, 25℃ 이상으로 세 범위
를 지정하였으나, 2006 IPCC 지침의 경우 
1℃ 변화에 따른 값을 명시하였다. Lagoon의 
기본값은 더 긴 계류시간의 효과가 포함되어 
그 결과로 대부분의 다른 환경의 시스템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가축분뇨 처리과정에
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N2O 양은 Tier 2 방
법을 사용하여 산정할 때 Tier 1과 같은 계
산방법을 따르나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에서 
국가 특성 데이터를 이용한다. 가축분뇨 처
리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N2O 양은 
국가 고유의 환경을 반영하여 배출계수 산출
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Tier 2를 개
발할 것이다. 가축분뇨 처리로부터의 직접적 
N2O 배출 측정 방법과 같이, Tier 2는 Tier 1
과 같은 계산 방법을 사용하지만 부분적 혹
은 모든 변수를 위해 국가 고유 데이터를 사
용할 수 있다. Tier 2 방법은 국가에서 사용
되는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스템을 통한 질
소의 흐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다양한 가축분뇨 처리시스템에서 침출과 
유출 손실에 대한 극히 제한적인 측정 값들
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축이 사육장에 있을 
때 침출과 유출로 가장 큰 질소 손실을 발생
한다. 건조한 기후에서, 유출 손실은 강우량
이 많은 곳보다 더 적고 배설한 질소의 약 
3~6%로 산출되고 있다 (Eghball and Power, 
1994). Bierman et al. (1999)의 연구에서는 유
출로 인한 손실은 배설량의 5~19%이고 10~ 
16%는 땅속으로 스며든다고 하였는데, 다른 
데이터들은 고형물 저장시 침출을 통한 상대
적으로 적은 질소 손실을 보였고 또한 더 많
은 손실도 발생했다 (Rotz, 2004). 더 많은 연
구가 이러한 손실이 발생하는 환경과 처리
법, 그리고 예상되는 손실을 향상시키기 위
해 필요하다. 따라서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침출과 유출로 질소 손실을 산출하는 것은 
Tier 2와 3 방법의 변수로 고려된다. 

다. Tier 3
Tier3 방법은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한 모

델을 개발해야 하고 장내발효 과정에서 배출
되는 CH4 량의 직접적인 측정이 요구된다. 
또한 계절에 따른 변동성 등 국가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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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s of estimated greenhouse gas emissions based on 1996 guideline 
and 2006 guideline

Year
1996 GL (A) 2006 GL (B)

B/A
(CO2-eq, kt)# (CO2-eq,  kt)#

2008 6,330 8,249 1.30

2007 6,094 7,997 1.31

2006 5,866 7,736 1.32

2005 5,748 7,526 1.31

2004 5,612 7,411 1.32

2003 5,523 7,330 1.33

2002 5,556 7,321 1.32

2001 5,753 7,465 1.30

2000 6,151 7,812 1.27
# CH4 and N2O were converted to CO2-equivalent based on global warming potential (GWP). GWP of CH4 and N2O 

were 21 and 310 times stronger than CO2 for 1996 guideline and 25 and 298 times stronger than CO2 for 2006 
guideline, respectively.

반영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2. 2000~2008년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및 

비교

장내발효과정에서 배출되는 CH4과 가축분
뇨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CH4 및 N2O의 양
은 Table 1과 같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6 IPCC 지
침을 적용할 경우 축산부문의 온실가스배출
량은 1996 IPCC 지침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996 
IPCC 지침과 2006 IPCC 지침의 Tier 1 방법
을 이용한 축산부문의 장내발효 과정 및 가
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CO2 환산량을 비교할 때 2006 IPCC 지침을 
사용할 경우 1996 IPCC 지침과 비교하여 

1.27~1.33의 비율을 보이며 2006 IPCC 지침
을 이용한 계산에서 더 많은 배출량을 보였
다. 이는 배출계수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가축분뇨의 경우가 축분뇨처리시스템
의 종류 및 국가내의 비율에 따라 배출계수
를 계산하였다. 장내발효 과정의 CH4 배출계
수는 2006 IPCC 지침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가축분뇨 처리과정의 CH4 배출계수는 젖소
와 돼지의 경우 1996 IPCC 지침에 대한 
2006 IPCC 지침의 비율은 각각 1.61과 2.79
였으며 닭의 경우는 0.31이었다. 가축분뇨 처
리과정의 N2O 배출계수는 젖소와 한․육우, 
돼지, 닭의 경우 1996 IPCC 지침에 대한 
2006 IPCC 지침의 비율은 각각 1.01, 0.34, 
1.05, 0.91이었다. 

3. 제언 

현재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중 축산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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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IPCC 지침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2006 IPCC 지침을 이용하여 온
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996 
IPCC 지침 방법과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정
보를 획득해야 한다. Tier 1 방법의 2006 
IPCC 지침은 1996 IPCC 지침과 비교하였을 
때 장내발효 과정의 경우에는 변화된 축종별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배출량을 산정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 처리과정의 경
우 2006 IPCC 지침에서는 기온이 1℃ 변할 
때마다 해당 변수가 변하므로 지역별 배출량
을 계산할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위치정
보 및 축종 등의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Tier 
2 방법은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산정하는 과
정에 많은 변수들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을 위해 1996 
IPCC 지침의 Tier 1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2006 IPCC 지침의 Tier 2 방법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종류와 
위치, 해당 축종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
한 정보는 통계청과 농촌진흥청에서 수집하
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
래에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배출계수를 산정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CH4 및 N2O 배출
량을 직접 측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화학
적, 물리적 분석을 통해 Tier 2 방법에 사용
되는 변수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
다. 장내발효 과정의 경우 이전의 영양학적 
연구를 통해 총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가 축
적되어 있고 현재 축종별 장내발효 과정의 
Ym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Tier 2 방법으
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Tier 3 방
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고유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Tier 3 방
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는 어
렵다. 하지만 현재 연구사업을 통해 데이터
가 축적되고 있으며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가 고유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Tier 2 방법으로 계산한 온실가
스 배출량이 국내 축산 환경을 잘 반영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차
이가 없다면 Tier 3 방법으로의 전환은 불필
요할 것이다. 향후 축종별 기준 체중 데이터
를 이용하여 1,000 kg으로 체중 기준을 변환 
후 계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체중 기준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배출계수 계산을 
위해 가축분뇨별 국가 고유 휘발성고형물에 
대한 활동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축산부문에 2006 
IPCC 지침을 원활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연구된 논문 및 보고서 
뿐만아니라 추가적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적    요

현재 우리나라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량 계산은 1996년에 출판된 ‘1996년 IPCC 국
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침서 (1996 IPCC지
침)’에 따라 계산하고 있으며 그 배출량 데
이터는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에 사용하고 있
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서, ‘2006년 IPCC 국
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침서 (2006 IPCC 지
침)’가 2006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온실가
스 배출량 계산을 위한 새로운 지침서를 적
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축산에서 1996 IPCC 지침과 2006 IPCC 
지침을 비교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Tier 1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2006 IPCC 지침으로 계산한 온
실가스 배출량은 1996 IPCC 지침을 이용할 
때와 비교하여 1.27~1.33배 더 많았다. 이는 
배출계수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불확실성을 감소
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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