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시설환경 : 21(2) 47~54, 2015                                        ISSN 1226-0274
      J. Anim Environ Sci 21(2) 47~54, 2015
      http://dx.doi.org/10.11109/JAES.2015.21.2.47

－ －47

*Corresponding author : Park, Kyu-Hyu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701, Korea. Tel: 
033-250-8621, Fax: 033-259-5573, E-mail: kpark74@kangwon.ac.kr

2015년 4월 9일 투고, 2015년 5월 14일 심사완료, 2015년 5월 19일 게재확정

축산부문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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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mate change has directly impacted environmentally dependent first industry. The changes of 
amount and frequency of precipitation have caused unstable drinking water supply for grassland 
and feed crop, and have changed the variety of grassland and feed crop. Rising temperature has 
caused heat stress on livestock, which has impacted feed intake and livestock products, and also 
has threatened to the health of livestock by widening the range of sources of diseases. In order 
for livestock industry to confront climate change, new technology development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easures of greenhouse gas mitigation are essential. Agroforestry is the one of 
alternative measures to mitigate greenhouse gases and to adapt to climate change. Agroforestry is 
the way rearing livestock and cultivating plants in forest, which is suitable to Korea where 
mountain area is over 68%. Feedstock such as maize, soybean, rice, and grass grown by 
agroforestry would decrease feed cost. Agroforestry will decrease heat stress of livestock during 
hot weather and will be possible to pasture, which increases livestock welfare.
(Key words : Climate change, Livestock agriculture, Agroforestry, Livestock welfare)

서    론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피

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후변

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오세

아니아에 있는 몰디브와 투발루는 기후변화

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 속에 잠길 위

험에 놓여있다. 기상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현

재의 기후체계가 점차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데, 그 원인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

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 요인은 대기가 다

른 기후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하

는 내적 요인과 화산 분화에 의한 성층권의 

에어로졸 증가, 태양 활동의 변화, 태양과 지

구의 천문학적 상대위치 관계 등의 외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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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구분된다. 인위적 요인은 강화된 온

실효과, 산업화에 의한 에어로졸의 효과, 토

지 피복의 변화, 삼림 파괴 등이 있다. 

IPCC 4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지구 평균 

온도가 1.5~2.5℃ 상승하면 동물 및 식물종의 

약 20~30%가 멸종할 위기에 직면하고 생물

다양성의 25%가 멸종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Lee, 2013; IPCC, 2007).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지구 평균보다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KMA, 2010). 1906년부터 2005년 사이의 지

구 평균 온도는 0.74℃ 상승한 반면(IPCC, 
2007), 1912년부터 2008년 사이의 국내 평균 

온도는 지구 평균의 2배 이상인 1.7℃ 상승

하였다 (Kwon, 2005). 평균 기온의 상승은 지

구온난화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남극 빙산

이 해빙되어 결국 해수면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최근 10년간 

제주 부근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연평균 

약 7.2 mm으로 (KHOA, 2009) 이는 1993년부

터 2003년까지의 전세계 연평균 해수면 상승

률인 3.1 mm의 2배가 넘었다 (IPCC, 2007). 
강수량의 변화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그 빈

도와 발생강도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극심하

게 변하는 경향을 지닌다. 1971년부터 2007
년까지 국내 주요 도시의 평균 강수량은 연

평균 105 mm에서 121 mm로 약 15% 증가했

다(AU, 2007). 
기후변화는 특히 환경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Gu, 2009).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만 고려된 연구에서 작

물 대부분의 수량이 감소하였고 이산화탄소

가 대기 중에 증가했을 때에는 작물 모두의 

수량이 증가하였다 (Downing et al., 2003). 캐

나다의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가 배가 될 때 

알버타 지역에서 옥수수와 소맥의 생산량이 

21~124% 증가할 것이고 (McGinn et al., 1999) 
퀘백 지역에서 옥수수와 사탕수수 생산량은 

20% 증가하며 콩과 소맥 생산량은 20~30% 

감소할 것으로 연구되었다 (Singh et al., 
1998). 호주의 경우 2002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호주대륙의 약 70% 지역의 강수량

이 1900년 동일 시기의 강수량의 최저 10%
에 달하는 대가뭄을 경험하였고 2002년 겨울

과 봄에 호주 전역 평균 최대 기온이 가장 

높았다. 이 시기 (2002년 3월)에 호주 4대 작

물인 소맥, 보리, 카놀라, 루핀의 생산량은 

14.8백만 ton으로 2001년 3월의 생산량인 34.1
백만 ton에서 57% 감소하였다 (Passey, 2003).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국가의 기반이 되는 농업, 수산업, 임업 등 
1차 산업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 영향을 최

소화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다. 
1950년부터 1993년 사이 밤 평균 온도는 

10년당 0.2℃ 상승하였는데 이는 낮 평균 온

도보다 2배 많은 상승률로써 (IPCC, 2001), 
이는 일교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여름에 

열대야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다. 따라서 축산부문에서는 축사 환경 

조절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될 수 있

다. ‘교토 의정서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전략’ 보고서 (Kim et al., 2007)에 따르면,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시설 

원예와 축산업의 경영비가 크게 상승할 것이

라고 분석하였고 특히 축산부문은 비육돈 

6.7%, 산란계 6.4%, 번식우 6.2%, 젖소 4.0%, 
비육우 3.2%의 경영비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

고 예상하였다. 
FAO (2008)의 식품안전분야영향보고서에 따

르면 혹한, 가뭄, 다습, 고온 등의 환경 스트

레스에 따라 동물의 질병감수성도 증가한다. 
기후변화는 매개체와 보균체의 범위, 개체수

를 증가시켜 가축 건강에 위협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가 축산, 특히 가

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료, 생산성, 건강, 생

물다양성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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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ice trends of international grain 
(adapted from Seung and Han 
(2011) and Sung (2013)).

Table 1. The impacts of temperature and humidity on feed intake and milk production 
(adapted from Chase, 2006)

No.
Day

temperature
(℃)

Night 
temperature

(℃)

Humidity

(%)

Maintenance 
energy
(Mcal)

DMI

(kg)

ME
milk
(kg)

MP
milk
(kg)

1 15.5 10 50 16.38 48.8 38.7 37.1
2 32.2 15.5 50 18.27 47.2 35.3 35.8
3 32.2 15.5 70 19.95 46.6 33.2 35.3
4 32.2 23.9 70 19.95 39.8 26.2 29.7

DMI : Dry Matter Intakes.
ME : Milk production calculated from metabolic energy.
MP : Milk production calculated from metabolic protein.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조사해 보려 한

다. 에너지는 가축 사육 시설에서 사용하고 

온실가스는 가축이 환경에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기후변화와 사료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변화는 사료작물 

및 목초 생산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가

축의 사료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Hisas, 
2011). Fig. 1과 같이 2010년 하반기 이후 국

제 곡물 시장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

하여 곡물생산량이 감소하고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에 따른 식량 및 사료 수요 증가로 

국제 곡물 수급 불균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반영되

며 (Seung and Han, 2011; Sung, 2012) 이는 

국내 배합 사료 가격 인상으로 연결된다. 
국제유가의 상승과 대체 에너지의 수요 증

가는 바이오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2011
년 세계 바이오 에탄올 소비량은 1,009억 리

터로 전년보다 8.5% 증가하고 바이오 디젤 

소비량은 228억 리터로 전년보다 12.0%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Van Dijk et al., 2010). 
이는 세계 곡물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 가격 

또한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점차 증가하는 바이오 에너지 소비량은 바이

오 에너지 생산용 작물 요구량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가축의 사료원료와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생태

계의 변화가 생기고 사료의 종류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따른 영향은 기업규모

의 농장보다는 소규모 농장에서 더 큰 영향

을 받게 된다. 서리가 끼거나 기후가 건조화

되는 지역에서는 옥수수보다 저항력이 더 큰 

혼합 작물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Sietz et 
al., 2012). 따라서 사료작물 이용을 변화시켜

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와 축산 생산성

Kim (2013)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3월 

호주의 우유 생산량은 661,870만 리터로 전

년 동월 대비 7.1%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로 

여름의 고온 건조한 기후 정도가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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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가 받는 스트레스가 예년보다 많고 방목 

환경의 악화를 들었다. 뉴질랜드의 연간 원

유 생산량은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했을 때 

기후 변화에 따라 약 2% 감소하였다. 2013년 

1월 원유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

했으나 50여년 만에 최악으로 기록된 가뭄이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발생하여 2012
년 12월 북부지역을 시작으로 2013년 2, 3월 

남부지역에 이르기까지 원유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Chase (2006)은 온도 및 습도 변화에 따른 

사료섭취량과 우유 생산량에 대한 영향을 

635 kg 젖소를 대상으로 Cornell Net Carbo- 
hydrate and Protein System (CNCPS)를 통해 

평가하였다. 실험 3, 4를 비교할 때 밤 온도 

상승은 다른 요인들의 상관관계보다 사료 섭

취량과 우유 생산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가축의 건강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질병 원인 곤충의 

서식처가 고산 지역, 고위도 지역으로 퍼져

감에 따라 말라리아, 진드기에 의한 질병 등

이 그 지역에서 발생하며 발생 기간 또한 길

어지고 수면병, 청설병 등 지역적 매개체 전

파질병이 범 지구적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

(Woolhouse, 2011; Thornton and Gerber, 
2010). 영국에서는 온도 상승으로 기생충병의 

계절적, 지역적 발생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

다 (Van Dijk et al., 2010). 호주에서는 기후변

화의 영향으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소 진

드기의 월동이 빨라져 진드기 매개질병이 증

가하여 육우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연

구되었다 (White et al., 2003). 강수량 및 강수 

강도 변화 역시 습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질병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질병 발생 

장소와 기간에도 영향을 준다. 기생충 감염

의 경우 온도와 습도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

문에 오랜 시간 그 지역의 기후 조건에 알맞

게 적응한 가축에 새로운 감염원이 나타날 

수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동물전염병은 매개체 

전염병, 수인성 전염병, 식품 매개 전염병, 
기타 전염병 등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Lee, 
2010). 매개체 전염병 (Vector borne diseases)은 
모기 매개에 의한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

염, 웨스트나일 등과 진드기 매개에 의한 라

임병, 아나플라스마, 에를리키아, 타일레리아, 
바베시아, 야토병, 리슈만편모충, 쯔쯔가무시, 
큐열 등이 있다.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모기

와 진드기의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매

개체 전염병도 발병율이 늘고 있다. 수인성 

전염병 (Water borne diseases)은 콜레라, 이질 

등이 있는데, 온도 상승과 강수량 증가에 따

라 식품의 보관상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 집단급식을 주로 하는 학교와 관공서 

등에서 주로 발병한다. 식품 매개 전염병

(Food borne diseases)은 살모넬라, 장출혈성대

장균 O157, 켐피로박터, 황색포도상구균 등

이 있으며 기타 전염병은 설치류 매개에 의

한 렙토스피라병, 페스트, 바토넬라, 신증후

군출혈열 등과 철새 및 야생동물에 의한 조

류 인플루엔자, 광견병 등, 그리고 토양 (홍
수)에 의한 탄저, 보툴리눔 등이 있다. 농림

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축전염

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사항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9,90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

났다. 
온도상승은 가축의 사망률을 상승시킬 것

으로 예상된다 (Thornton and Gerber, 2010). 
Chae (2010)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7월 

폭염에 의하여 경북 21,300여 마리, 강원 

4,700여 마리, 충북 5,100여 마리의 닭이 폐사

한 것으로 비공식 집계됐는데 폭염에 의한 

가축 폐사의 경우 보상기준이 없어 농가에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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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heat stress of dairy cows (adapted from Van Dijk et al., 2010).

THI Stress level Impacts
<72 None

72-79 Mild
Dairy cows will adjust by seeking shade, increasing respiration rate and 
dilation of the blood vessels. The effect on milk production will be 
minimal.

80-89 Moderate

Both saliva production and respiration rate will increase. Feed intake may 
be depressed and water consumption will increase. There will be an 
increase in body temperature. Milk production and reproduction will be 
decreased.

90-98 Severe
Cows will become very uncomfortable due to high body temperature, 
rapid respiration (panting) and excessive saliva production. Milk 
production and reproduction will be markedly decreased.

>98 Danger Potential cow deaths can occur

Table 3.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livestock production systems in 
the tropics (adapted from Thornton and Gerber, 2010)

Category Grazing systems Non-grazing systems

Direct impacts

－ Water availability
－ Extreme weather events
－ Drought and floods
－ Productivity changes due to temperature 

increases and rainfall shifts

－ Water availability
－ Extreme weather events

Indirect impacts

Agro-ecological changes:
－ Fodder quality and quantity
－ Host-pathogen interactions
－ Disease epidemics

－ Increased resource price (e.g. feed 
and energy)

－ Disease epidemics
－ Increased cost of animal housing 

(e.g. cooling systems)

Van Dijk et al. (2010)는 열 스트레스가 젖

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Table 2). 가

축이 열 발산을 통해 체온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열 스트레

스는 온도, 습도, 복사에너지 등에 영향을 받

는다. 열 스트레스는 THI를 사용하여 정량화

할 수 있다. 열 스트레스는 THI 지수가 72를 

넘어가면서부터 발생하고 THI 지수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 젖소는 호흡이 가빠지고 우유 

생산과 번식 활동이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육방법의 변화

 기후변화는 생물 종 및 자연 환경을 변화시

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생물다양

성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러 지역에서 

세계화로 인하여 농업의 유전적, 문화적 다

양성이 크게 손실되고 있으며 (Ehrenfeld, 2005),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온도가 2.5℃ 증가

할 경우 식물 종과 동물 종의 20~30%가 멸

종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IPCC, 2007). 즉 생

태계와 종은 기후변화에 취약성을 갖고 있으

며 (Thornton et all, 2007) 희귀 품종은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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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전염병에 의해 멸종할 위험이 크다. 따

라서 축산 부문에서는 사료작물과 가축 종의 

변화를 가져 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축산 부문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강한 종을 육성할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료작물과 목초를 

재배하여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에 대비하

고 가축 품종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식량 수

급 불안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Thornton and Gerber (2010)은 개발 도상국

에서 축산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직․간접적

인 영향을 요약하였다 (Table 3). 비 방목 시

스템에서 사육 환경을 제어하고 가축을 축사

시설 내에 사육하는 방법을 통해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물 가용성의 감소가 예상되

지만 농장관리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으

므로 방목 시스템에 비해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은 적을 수 있다. 

결    론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후변화에 노출

되는 횟수와 시간,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성,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기후변화

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술 등에 따라 달라진

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얼마나 잘 준비하는

가에 따라 그 피해는 달라질 수 있다. 기후

변화는 장점 혹은 단점만 갖고 있는 것이 아

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기후변

화의 많은 영향은 피할 수 있거나 감소시킬 

수 있으며 늦출 수 있지만 적응방법이나 완

화방법 등 그 어떤 것도 기후변화의 모든 영

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에 축산부문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적응과 완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다양한 기후변화는 적응기술의 개발에 비

해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격

차는 적응기술 개발 지체로 인하여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으며 지금도 겪고 있는 가

난, 자연재해, 기근, 질병의 급작스런 발생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적

응하는 기술 개발은 시급한 과제이다. 초지 

관리에 있어 품종의 다양성을 확보, 가축 사

육의 집중화, 통합적 곡물 생산, 토지 사용법

과 관개 방법의 변화, 자연 및 생태계 보존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많은 지역적 품종․

축종은 그 지역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그 지

역에 현존하는 여러 스트레스 요인들에 견디

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이종교배를 통해 다른 

스트레스에 강한 인자들을 획득하도록 한다. 
지역 내에서의 교역을 활발하게 하고 보조금 

지급 혹은 폐지를 통한 정책적 수단과 가축

조기경보시스템 (Livestock Early Warning Systems)
을 만들어 이용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축산인의 인식을 향상시켜 능동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적합한 

축산기술 및 시설의 보급을 촉진한다.
축산부문에서 온실가스는 다양한 사료생산

시스템,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방법, 가축사

양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법의 사

용을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기성장 품종의 선

택은 사료에너지를 생산물로 효율적으로 전

환할 수 있다. 또한 소화율이 높은 사료를 

사용하여 사료효율을 높이고 가축분뇨의 발

생을 줄여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가축분뇨 

처리비용의 절감을 실현시킬 수 있다. 사료 

조성에 따라 장내발효 과정의 메탄 발생량 

변화가 생긴다. 사료에서 곡물 사용량이 증가

함에 따라 메탄 발생량이 감소한다. 가축분뇨

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은 온도와 가축분

뇨의 저장 시간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

라서 낮은 온도와 짧은 저장 시간을 이용하

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위의 적응과 완화 방법을 아우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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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혼농임업 (Agroforestry)이 있다. 혼

농임업은 산림에서 작물과 가축을 동시에 기

르는 방법으로써 산지가 68% 이상인 우리나

라의 구릉형 산림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그

리고 세 가지의 농업부문을 같은 땅에서 시

행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에 나무와 작물, 가축간의 생태적이

고 경제적인 상호작용이 이뤄질 수 있다. 또

한 옥수수, 대두, 쌀, 목초 등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사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혹서

기에는 가축의 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가축의 방목 사육도 가능하여 동물복

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산림에서 가축 사육

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 주거지로부터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한 질병 전파를 고려한 

방역문제에 있어서도 큰 장점이 있다. 기후

변화는 하나의 기술 개발로 대응할 수 있는 

위협이 아니고 복합적 기술과 협력이 필요한 

위협이다. 따라서 혼농임업과 같이 축산에 

필요한 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대응책을 연

구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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