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낙농업계의 지속 가능성*
친환경 우유 생산의 유산

지속가능성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 낙농업계는 건강한 사람, 건강한 공동체와
건강한 지구를 추구하고자 오랫동안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1944년에 미국의 젖소 개체 수는 2,500만 마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900만 마리의 소로 당시에 비해 60%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당히 적은 자원으로 뛰어난 생산 효율성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젖소의 안위, 사료의 향상, 축사의 개선 등, 전반적인 낙농환경에 대한 미국 낙농업자들의
철저한 관리와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미국 낙농가는 수 세대에 걸쳐 최고의 농업 관행을

뛰어난 관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미국의 우유와

구축해 왔으며, 우유 생산/가공 과정에서의 환경

유제품 가공 업체들은 물과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기술과 첨단 관리법 실행에

온실가스(GHGe) 배출량의 감소화, 폐기물을 이용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의 낙농업자들은 천연자원을

가치 창출 등 환경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호하며 젖소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우선시하는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2017년 현재, 1갤런 (3.79리터)의 우유를 생산할 때, 2007년 대비 30% 적은 물, 21% 적은 토양과 19% 적은

탄소 발자국을 남깁니다.
 미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GHGe) 총량 중, 사료 생산에서 소비 후 폐기물까지 낙농산업에 인한 것은

2%에 불과하며, 미국 낙농업계는 이를 더욱더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교로, 미국에서
교통부분이 차지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28.9%입니다.
 미국은 더 적은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가축 효율성에 있어 글로벌 리더입니다. 세계 평균 젖소 한 마리가 생산하는 우유 양에 비해

미국은 4배 많은 우유를 생산합니다.
- 미국 우유의 갤런 (3.79리터) 당 평균 탄소 발자국은 세계 평균보다 50% 가까이 낮습니다.


* 본고는, 미국 낙농의 지속가능에 대한 보고서('U.S. Dairy’
s sustainability success story told to global customers in seven languages ':
https://www.dairybusiness .com/u-s-dairys-sustainability- success-story-told-to-global-customers-in- seven-languages/)로, 최근 국내에
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낙농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람(낙농정책연구소장).

미국 낙농업계의 지속 가능성
환경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약속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이러한 열정은 많은 식음료

영양소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의 젖소들은 최적의

업체들로 하여금 더욱 영양가 있고 맛있는, 그리고 사회,

영양분을 제공받으며 먹이 사슬 전체에 도움이 되는

환경, 경제적으로 책임을 다하여 생산된 원료를 이용한

최적으로 배합된 사료를 먹습니다. 인간이 소화시킬 수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없는 감귤 펄프 및 아몬드 껍질 등은 젖소가 소화할 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

있는 영양가 높은 사료의 원료로 사용되어 처리되면서

도움을 주는 건강하고 자연적인 미국 유제품과 재료의

식량 생산과 관련된 낭비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시작은 젖소들이 만들어 내는 영양가 높은 우유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우유의 성공적인 생산은 최고 수준의
젖소뿐만 아니라 깨끗한 공기와 물, 건강한 토양과
활기찬 생태계에 달려 있습니다.

동물 보호
95%의 미국 낙농가는 대부분 가업 승계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낙농가의 규모에 상관없이 미국의
낙농장들은 최상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미국 낙농업계의 목표는 2050년까지 90억 명에 달할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낙농업자들의 주요

것으로 예상되는 폭발적인 세계 인구 수요에 가장

우선순위 중 하나는 소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친환경적인 방법의 유제품 제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특히 식량 보장, 인류의 건강, 동물을 포함한
천연자원에 대한 꾸준한 책임감에 포커스가 맞춰진
유엔의 지속가능개발 목표에 지속적인 발전을 기여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낙농업계는 이러한 환경적 목표가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상태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유의 98%는 국제 표준화 기구가 세계 최초로
인정한 축산 동물 보호 프로그램인 Farmers Assuring
Responsible Management (FARM)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낙농가에서 생산됩니다.

미국 낙농업계의 약속
미국 낙농업계는 비옥한 토지 관리와 지속 가능한
낙농업을 위해 장기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낙농업 지속가능성 연합(Dairy

젖소 : 오리지널 업사이클러

Sustainability AllianceⓇ)은 환경과 지속 가능성 도전을

젖소 한 마리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144인분 (1인분:

사전 예방적이고 경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치

250ml, 미국 기준) 분량의 우유를 생산하며 우유에는

사슬에서 100개 이상의 조직을 모았습니다. 낙농업

칼슘, 비타민 D, 칼륨, 단백질을 비롯하여 사람의

지속가능성 연합(Dairy Sustainability AllianceⓇ)의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회원은 동물 보호, 환경 보호, 환경 책임의식, 식품 안전

미국 낙농업이 지속 가능한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과 음료는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위가 4개인 소의 소화 기관 덕분에
소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소화하며
영양분이 많은 우유를 생산 가능합니다.

미국 낙농가에서 활용하는 혐기성 소화 시스템은
거름과 음식물 쓰레기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시켜
천연비료 또는 식물섬유로 전환합니다.

및 식품이력 추적제, 지역사회 기여와 같이 주요 영역에

추구합니다. 2008년 미국의 낙농업자들은 미국 낙농업

필요한 기준 및 정책을 채택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혁신센터를 설립하여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2019년까지 미국유제품 수출협의회 회원 중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70% 이상이 해당 활동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낙농업자들과 가공 업체들은 새로운 농법과

관련된 전 과정 평가 결과, 미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적은 자원을

(GHGe) 중 사료 생산에서 소비 후 폐기물을 포함하는

사용하며 보다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유제품 산업으로 인한 것은 2%에 불과합니다.

위해 노력합니다.
2019년, 미국 낙농업계는 우유 생산자들이 최소
미국 낙농업의 생산 모델은 세계 가축 효율화의 좋은

온실가스 배출 및 수질의 주목할 만한 개선에 참여할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농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수 있도록 도구, 전문지식 및 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2008년 미국은 매년 젖소 한 마리당 평균 10,500kg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개별 농장의 순배출량을

의 우유를 생산하였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의 젖소 한

아예 없애기는 어렵지만, 모든 농장의 공동 노력은 미국

마리당 연평균 우유 생산량은 약 6,600kg, 호주는

낙농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궁극적으로 최소에

6,100kg, 뉴질랜드 4,400kg입니다. 식량농업기구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FAO)와 GDP(Global Dairy Platform)는 2019년
기후변화에 관련된 보고서를 통해 낙농 분야에서

과학적 자료에 기반한 글로벌 리더십
2019년, 미국 낙농업계는 최초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GHGe)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농업 분야에서 GHG 프로토콜의

있어 미국이 선두에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2005~2015) 낙농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GHG)
를 조사한 결과, 북미 지역은 연구된 7개의 지역 중 전체
우유 생산량이 증가하는 동안 온실가수 배출 농도와
배출량이 모두 감소한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1

회계 및 배출가스 자원 보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은 GHG 프로토콜의 기업 표준
준수에 대한 세계 자원 연구소(WRI)의 광범위한 검토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줄이기, 재사용, 재활용 – 미국 낙농업 스타일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농도
지역

배출량 변화 추이
(2005-2015)

북미

-0.5%

미국의 낙농업계 관계자들은 폐기물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효율성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이를 새로운 가치
창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낙농업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부산물 중, 우분 비료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러시아 연방

3.0%

전환시킬 수 있는 천연 비료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서유럽

7.0%

우분 비료는 농경지를 비옥하게 만들어 생산량을

동유럽

11.0%

자연스럽게 늘려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혜택을 줍니다.

중남미

14.0%

소 한 마리는 하루에 64리터의 거름을 생산하며, 이는

오세아니아

16.0%

옥수수 25kg 또는 토마토 38kg을 재배하기에 충분한

남아시아

20.0%

양입니다.

동아시아

30.0%

서아시아 & 북아프리카

32.0%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33.0%

출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 글로벌 낙농 플랫폼 (GDP)1

미국 낙농업계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거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혐기성 소화 시스템과
증발 기술은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거름과
음식물 쓰레기를 전기, 자동차나 트럭의 연료, 섬유조직,
비료 등으로 변환 가능하게 합니다.

온실가스 무 배출을 향한 노력
미국 낙농업계는 개방적이고, 명료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모든 과정을 측정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낙농업계는 과학적이며 투명한 접근 방식을

1

F AO and GDP. 2018. Climate change and the global dairy cattle
sector – The role of the dairy sector in a low-carbon future. Rome.
36 pp. Licence: CC BY-NC-SA- 3.0 IGO

미국 낙농업계의 지속 가능성
낙농 폐기물을 줄이며 새로운 가치 창출

미국 낙농업계의 수자원 재활용 사례
우유 수분 함량
: 87%

우유 파우더,
우유 단백질,
우유 퍼미에이트

젖소들이 마시는
신선하고 정제된 물

치즈

농작물 관개를 위해
사용되는 재활용된 물
유청

식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재활용된 물
(보일러, 냉각 탑)

유청 단백질
시설/장비
세척에 사용되는
재활용된 물
유청 퍼미에이트

시설 조경에
사용되는 재활용된 물
락토스

수자원 재활용

till method)의 조합은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의

수자원 보존은 처리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낙농업자들이 물 부족을 관리하는 동시에 화학, 연료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낙농장에서는 착유기 세척부터

사용 및 공기 중 먼지 입자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우유를 차갑게 하기 위해 배관으로 흐르는 물까지

도와줍니다. 이런 크고 작은 실천은 환경뿐 아니라

물을 대여섯 번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유의 약 87%

소비자의 건강과 복지, 지역사회, 소, 직원, 지구와

가 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미국의

사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낙농업자들은 물을 재처리하고 농작물 관개 등 다양한
용도로 재사용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은 소비하는 식품이 어디서, 누가,
재생 농업
미국 낙농업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비옥한
토지로의 향상과 탄소 배출 최소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농가들은 보전 경운, 농작물
순환, 지피작물 등 다양한 방법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무경운(no-tll)과 대상경운(strip-

정보

어떻게 생산한 것인지 전체 생산 및 유통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미국
낙농업계는 책임 있는 생산과 유통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농장부터 식탁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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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ThinkUSAdai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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