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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determine methane production and emission factors for a range of roughage diets fed to 
Hanwoo cows at a level of maintenance energy requirement. Seven cows were fed mixed hay only, 12 cows were fed mixed hay 
containing 30~50% rice straw and 6 cows were fed a mixed hay diet supplemented with 1.0 kg of wheat bran.  Each cow was 
placed in a metabolic crate for 10 consecutive days, including last 7 days for sampling of feces and urine. At the end of the 
sampling period, the cows were transferred to an open-circuit respiration chamber for 24 consecutive hours. Methane conversion 
rate (5.5~6.2%, mean value = 5.8%) and emission factor (33.6~38.6 kg/head/year, mean value = 35.2) were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diets although the mixed hay only diet resulted in 11 and 15% higher respective rates than the other two. However, in 
light of the many assumptions that forage with good quality might reduce methane production, additional experiments should be 
required for participation in the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Key words : Hanwoo cow, Maintenance, Methane emission factor, Roughage sources) 

Ⅰ. 서    론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보고된 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2011, The 
Republic of Kore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 장내발효
의 메탄 (CH4) 배출량은 3.8백만 톤 CO2-eq이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의 0.64%에 해당한다, 에너지부분과 비교하면 지

구 온난화의 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메탄에너
지 손실이라는 섭취에너지 효율 관점에서도 장내발효 메탄

저감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5%를 자발적으로 감축한다는 “농
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2012~ 2020년)”을
확정․발표하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관
리에 들어갔으며, 2015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도입된다. 이와 연계하여 농업․농촌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축산분야 방법과 관련해서 배출계수 및

검증 방법 개발이 충분치 않아서 현재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장내발효 메탄 배출계수 (emission factor, kg/ 
head/year) 자료는 메탄배출량을 측정할 특수시설 의존적

성격 때문에 최근 국책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국립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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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ve weight and feed intake of Hanwoo cow fed on various roughage sources

Mixed hay alone 

(n=7)

Mixed hay + Rice straw1)

(n=12)

 Mixed hay + Rice straw + 
wheat bran2)

(n=6)
Live body weight (kg) 384 ± 33 337 ± 21 338 ± 26
Dry matter intake (kg/d)
    Average (Max.~Min.) 4.8(5.3~4.0)  5.3(6.2~4.0)  6.1(6.3~5.3)
Nitrogen intake (g/d)
    Average (Max.~Min.) 92.4(66∼120) 67.6(47∼77) 88.7(74∼98)
1) Mixed hay replaced with 30~50% rice straw, 2) supplemented by 1.0 kg of wheat bran.

과학원의 연구결과 (RDA. 2013)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3차 국가보고서에서는 IPCC (1996)에서 제안된 배

출계수 (emission factor, kg/head/year)를 사용하는 Tier 1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축의 품종과 성장 특
성 그리고 사양단계별 세분류 등에 기초한 고유의 배출계

수 자료 축적을 위해서 장기적인 연구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우 성빈우를 공시한 기존의 연구자료

(Thak et al., 1983)에서 메탄배출계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풍건물기준 총 6~7 kg의 사료를 급여한, 혼합 목건초 단독
급여, 혼합 목건초 +볏짚, 혼합 목건초 +볏짚 +밀기울 급

여시험을 비교 분석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Thak et al. (1983)의 대사실험 자료 중에서 양 (+)의 에너
지 균형 결과를 보여준 오차드그라스 (orchard grass) 위주
의 혼합목건초 섭취 7두, 혼합목건초의 30∼50%를 볏짚

(rice straw)으로 대체한 12두, 혼합목건초와 볏짚에 밀기울
(wheat bran) 1 kg 추가 급여한 6두, 총 25 개체의 대사실

험 성적을 분석하였다. 대사실험 수행방법과 조사항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우 성빈우는 10일간 유지
수준의 해당 급여사료를 1일 2회 (09:30과 16:30) 균등 분

할 급여하면서 대사틀에 적응한 후에 7일간 오전 사료급여
전에 사료섭취량 조사와 분과 뇨를 매일 전량 채취하였고, 
7일째 마지막 날에는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및 메탄 발
생량을 24시간 측정하기 위해 1기의 호흡챔버 (indirect 
respiratory chamber)에 순차적으로 수용하였다. 시험사료는
1일 2회 균등 분할 급여하였고, 볏짚은 절단기로 4~5 cm로
절단하여 급여하였다. 매일 수거한 분과 뇨는 동일 비율로
시료를 채취하여 혼합한 후 질소, 칼로리 분석용 시료만을
저장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2002)의 General Linear Model (GLM) 

procedure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at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검
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혼합목건초 단독 급여구와 비교하여 나머지 두 처리구의

평균 건물섭취량은 약 11%, 15%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
성은 없었고, gross energy 섭취량도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에너지 손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과

체열 결과는 각각 처리간의 유의적인 차이 (p<0.05)가 있었
지만, 서로 상쇄되는 증감의 값을 보여 주었다. 이 결과는
가소화에너지 비율과 체열 손실 비율이 정 (+)의 관계를 보
여줌으로서 유지에너지 이상 급여 수준에서 사료섭취량이

증가하면서 에너지와 단백질 섭취량이 모두 증가하는 실험

조건의 Kim et al. (2004)의 결과와 같았지만, 사료섭취량이
증가하면서 단백질 섭취량은 변화 없이 에너지 섭취량만

증가하는 조건이었던 Patle and Mudgal (1975)의 결과와는

반대였다. 본 실험은 주 조사료인 혼합목건초의 질소 함량
이 대사실험 회차별로 큰 차이가 있었지만(Table 1), 처리
3이 평균 건물섭취량이 가장 높았고, 밀기울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Kim et al. (2004)의 실험과 같이 가소화에너
지와 단백질 섭취량이 모두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가소화에너지 비율과 체열 손실 비율의 관계는 사료섭취량

이 증가 조건에서 단백질과 에너지 섭취량 비율에 의해 달

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총 섭취에너지 중 메탄으로 손실된 에너지 비율을 메탄

전변율 (methane conversion rate, Ym)이라 하고 본 실험에

서는 0.055~0.062 (평균 0.058)로 처리간 유의성이 없었고, 
메탄배출계수 (emission factor, kg/head/year)는 33.6~38.6 (평
균 35.2)이었다 (Table 3). 국내 연구결과에서 유일하게 찾

아볼 수 있는 국립축산과학원의 한우 암소 시험결과를 보

면 (RDA, 2013). 평균 체중이 150 kg인 한우 암소 6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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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nergy balance of Hanwoo cow fed on various roughage sources

 Mixed hay
alone
(n=7)

 Mixed hay + Rice 
straw1)

(n=12)

Mixed hay + Rice straw 
 + wheat bran2)

(n=6)
SEM

Gross energy intake (Mcal/d) 21.1 22.4 22.4 1.23
  Feces (% GE) 52.9a 49.9b 46.9c 0.83
  Urine  1.8  1.4  1.8 0.15
  Methane  5.9  5.5  6.2 0.42
  Heat production 33.1b 35.4ab 37.5a 1.02
  Balance  6.4  7.8  7.5 0.96
1) Mixed hay replaced with 30~50% rice straw, 2) supplemented by 1.0 kg of wheat bran.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row are different (p<0.05).

Table 3. Methane production by Hanwoo cow fed on various roughage sources

Mixed hay
alone
(n=7)

Mixed hay + Rice
straw1)

(n=12)

Mixed hay + Rice straw 
 + wheat bran2)

(n=6)
SEM

Conversion rate (Ym)    0.058    0.055    0.062  0.004
CH4(kg/yr) 33.7 33.6 38.6 2.87
g CH4/kg DMI 19.0 17.4 20.2 1.15
1) Mixed hay replaced with 30~50% rice straw, 2) supplemented by 1.0 kg of wheat bran.

199 kg인 한우 암소 6두에게 볏짚 50%와 배합사료 50%의
사료를 각각 1일 0.3 kg와 0.5 kg 증체 목표 (RDA, 2012)에
맞추어 급여하였고, 각각의 메탄 전변율은 0.059, 0.069 그
리고 메탄배출계수는 25.5와 38.5이었다. 본 실험의 공시축
평균체중은 RDA(2013)과 비교하면 2.3배와 1.8배 높고, 조
사료 위주의 평균 건물섭취량도 50%, 14% 높았지만, 199
kg 암소보다도 약 9% 낮고 또한 평균 메탄 전변율도 가장
낮았던 이유는 대사체중당 에너지 섭취량이 유지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의 평
균 축적 에너지 비율은 총 섭취에너지의 7.4%로 RDA
(2013) 실험 결과 (약 25%)와 비교하면 30% 수준이었다. 
한우 암소 이외에 Seol et al. (2011)이 보고한 한우 거세
우 180 kg (건물섭취량 3.9 kg)의 실험결과는 메탄배출계수

28~32이었고, 약 610 kg의 거세우 실험 (Seol et al., 2012)
에서는 43~50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이 지금까지 국
내 보고서와 학회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한우 메탄배

출계수 실험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우 고유의 메탄

배출계수 확정 (Tier 3 방법)을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에서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과할 수 있는 정밀한 연구 결과 축적

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UNFCCC에 제출한 우리나라

3차 국가보고서 (The Republic of Korea, 2011)에서는 IPCC 

(1996) Tier 1 방법의 제시된 값 (default value)인 장내발효

메탄배출계수 47을 한우의 성별, 성장단계별 구분 없이 한
우 전체 두수에 곱하여 배출량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IPCC
(2006)은 비육우에게 Tier 2나 Tier 3 방법 적용을 권장하
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연구투자가 요구

된다. 
앞서 분석한 한우 암소와 거세우 자료에서의 평균 메탄

전변율 값은 0.04~0.07의 범위였다. Tier 2에서는 메탄전변
율이 에너지섭취량 자료와 함께 메탄배출계수 산출에 이용

되는 핵심 자료이다. IPCC (1996)에서는 유지 정미에너지와
생산 정미에너지를 구하는 회귀식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총섭취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메탄전변율

default value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메탄전변율 보다는 정미에너지 회귀식에 이용되는 섭취사

료의 정미에너지 함량, 생체중, 일당증체량 등이 더 크게

메탄배출계수에 영향을 준다. Lee and Lee (2003)는 이 방

법을 적용하면서 메탄전변율은 IPCC가 제시하는 0.06 (비
육우만 0.04)을 사용하여 한우와 젖소의 메탄배출계수 유

도하였다. 그 결과, 1세 미만의 한우 송아지와 성빈우 메탄
배출계수는 각각 39.2와 49.0이었고, RDA (2013) 결과인
199 kg 실험결과 38.5와는 유사하였으나, 성빈우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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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thane emission factor and conversion rate of Hanwoo from other experiments 

Cow Steers3)

growing1) heifer1) mature2) growing fattening
Methane emission factor (kg/head/yr) 26 38 35 30 76.5

Methane conversion rate 0.059 0.069 0.069 0.060 0.045
1) Seot al. (2011, 2012), 2) Current experiment, 3) RDA(2013).

본 실험 결과보다는 높았다. 
2006년의 IPCC 자료에서는 착유우와 함께 저질조사료

또는 방목조건에서의 기타 소들에게는 조금 높아진 메탄전

변율 0.065를, 그리고 집약적인 관리를 하는 비육우에게는

조금 낮은 0.03을 제시하고 있다. 본 실험을 포함한 현재까
지의 한우 실험결과를 보면 (Table 4), 비육 단계의 한우거
세우 메탄배출계수는 가장 높지만, 메탄전변율은 가장 낮

다. 한우 거세우는 비육단계에서 배합사료 섭취량은 점차

증가하면서 조사료 특히 볏짚의 섭취량은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IPCC (2006)의 집약적 관리 비육우가 한우 거세
비육우보다 메탄전변율이 낮은 이유는 feedlot에서의 농후

사료 단기급여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육성기 한우는

농후사료를 체중의 약 1.7% 정도로 제한하면서 최대의 조
사료 섭취량을 유도하기 때문에, 암소 육성우 보다는 조금
높은 메탄배출계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메탄전변율은 비슷
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성간 또는 성장 단계별로 우리

나라의 사료급여체계를 기초로 판단할 때, 이들 결과는 타
당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부문별로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

래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업부분에서는 농가의 자

발적 참여와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탄소상쇄제도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축산부분에서는 아직 사례를 찾

아볼 수 없다. 축산부분 특히 반추가축 장내발효 부문에서
메탄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 투입 전․후의 메탄배출량을, 
입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된

다면 축산농가에게 메탄은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도 해당 방법론에 적용할 수 있는 배출계수 개

발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Ⅳ. 요    약

본 연구는 다양한 사료들을 유지수준에서 섭취한 한우

암소 경산우의 에너지 대사 시험의 결과로 부터 섭취에너

지 균형과 메탄배출계수를 구하였다. 오차드그라스 (orchard 
grass) 위주의 혼합목건초 섭취 7두, 혼합목건초의 30~50%

를 볏짚으로 대체한 12두, 혼합목건초와 볏짚에 밀기울

(wheat bran) 1 kg 추가급여한 6두, 총 25 개체의 대사실험
성적을 분석하였다. 실험축은 10일간 대사틀에서 개체별로
각각의 실험사료 적응 및 7일간 분․뇨 시료채취 후, 
indirect respiratory chamber 1대에 교대로 수용되어 1일간
호흡대사 실험이 이루어졌다. 혼합목건초 단독 급여구와

비교하여 나머지 두 처리구의 평균 건물섭취량은 약 11%, 
15%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고, gross energy 
(GE) 섭취량도 차이가 없었다. 총 섭취에너지 중 메탄으로
손실된 에너지 비율인 메탄전변율(methane conversion rate, 
Ym)과 메탄배출계수(emission factor, kg/head/year)도 각각

0.055∼0.062 (평균 0.058)와 33.6∼38.6(평균 35.2) 범위로
처리간 유의성이 없었다. 본 실험에서는 혼합목건초를 볏

짚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밀기울 추가급여에 의한 메탄발생

량 차이가 없었으나, 메탄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질 조사료 급여효과 연구는 축산현장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참여가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추가 연구들을

통해 시급히 증명되어져야 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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