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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I. 서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70년부터 2004년 사이 70%까지 

증가하 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21세기말 지구의 평균기온은 재에 비해 최    

6.4℃ 상승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IPCC 제4차 보고서, 2007).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하기 한  지구 인 노력이 시 한 시 이다.

1992년 개최된 ‘리우환경회의’에서는  지구 인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하여 UN기후변화

약(UNFCCC,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체결하 고,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와 이행방안을 

구체 으로 명시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 다.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

  * 세종 학교 환경․에 지융합학과

 ** 세종 학교 지구환경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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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으로 국가인벤토리

보고서를 자발 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구하 다.

이명박 통령은 2008년 건국 60년 경축사를 통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이는 동시에 지

속가능한 성장인 ‘Low Carbon, Green Growth’를 새로운 국가비 으로 제시하 다. 이를 뒷받침

하기 하여 2009년 12월 ‘ 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2010년 4월에는 체계 으로 온실

가스 정보를 리하기 해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그 뿐 아니라 2020

년까지 BAU 비 30%의 감축목표를 공표하 는데, 이것은 감축의무가 없는 교토의정서상 

Non-Annex1 국가로서는 상당히 향 인 목표이다.

우리나라는 에 지 다소비산업에 해 지속 으로 에 지 약 정책을 추진하 으며, 그 결과 

에 지효율은 국제 으로 높은 수 에 도달하 다(에 지경제연구원, 2005). 그러나 이러한 노

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목표 리제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철강, 석유화학산업, 시멘트 산업에 미치는 장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상된다(과학기술부, 

2005). 

효과 인 온실가스 감 정책을 수립하고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게 해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며, 합리 인 자료에 의한 배출량 인벤토리 개

발이 요하다. ‘기후변화에 한 정부간 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한 지침서를 발간하고, 배출량 산정 시 요 인자

인 배출계수에 한 기본값을 제시하고 있다. 그 지만, 보다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해서는 

각 국가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국가고유배출계수(Country-specific emission factor)의 용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Non-CO2의 경우 연료의 특성은 물론 보일러의 형식, 연소조

건  운 조건, 기술 인 요소 등이 포함된 각각의 고유 인자들의 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 고

유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재 국내에서 진행된 시멘트 산업의 Non-CO2 배출계수 개발과 련된 연구에 

해 그 과정과 결과를 비교‧검토하고, 이에 한 신뢰성 향상을 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시멘트 제조공정  온실가스 배출

1. 시멘트 제조공정

시멘트의 제조공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료 채 공정, 원료 분쇄공정, 소성공정 

 제품화공정의 4개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채 공정을 통해 채굴된 석회석은 1, 2, 3차 조쇄공정을 거쳐 쇄 되고, 이후 원료 분쇄공정

에서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석회석  다른 부원료( 토, 납석, 규석, 철 석, 경석, 로슬래그, 

라이 애쉬 등)들과 혼합된 후 Raw Mill을 통해 분쇄된다. 분쇄기에서 분쇄된 석회석 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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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멘트 제조공정

분 기(Separator)에서 미분과 조분으로 분리되고, 조분은 다시 Raw Mill을 거쳐 재분쇄된다. 이

후 석회석 미분은 원료 장시설(Silo)로 이송 장된다.

이 게 제조된 석회석 미분은 열기를 거쳐 소성로에서 약 1,250~1,450℃의 고온으로 소성되

고 냉각기를 거치면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가 생성된다. 생성된 클링커에 석고(응결 지연제) 

등의 부원료가 첨가된 후, 혼합  미분쇄를 거쳐 시멘트 장조에 장되고 최종 으로 포장 

는 벌크 상태로 화차  트럭을 이용하여 소비자  출하기지로 수송한다.

이들의 개략 인 생산과정과 화학  조성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소성온도, 소성속도, 냉

각방법에 따라 클링커의 물학  특성이 변하게 되고 시멘트의 품질과 특성에도 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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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d Sink Categories to be Assessed 
in Key Category Analysis Gases to be

Assessed
Category Code Category Title

Energy

1A2
Fuel Combustion Activities -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Construction
CO2, N2O, CH4

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 Use

2A1 Mineral Industry - Cement Industry CO2

*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HG Inventories

<표 1> Suggested Aggregation level of analysis for Approach 

<그림 2> 시멘트 제조공정에 따른 제품과 화학  조성 흐름도 

2.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원  배출 황

시멘트산업은 에 지 다소비업종으로 에 지 사용량이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매우 크고, 생

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 감 의무부과 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상된다(노동운, 2005). 시멘트산업에서 배출되는 CO2는 <표 1>에서 보

는바와 같이 소성로에서의 연료연소와 석회석(CaCO3)의 소성과정에서 발생한다. Non-CO2의 경

우, CH4와 N2O는 연료연소과정에서 배출되고, 그 외 PFCs, HFCs, SF6 등은 시멘트 산업에서 배

출되지 않는다(CO2 Accournting and Reporting Standard for the Cement Industry; WBCSD, 2005). 

국내 시멘트산업에서의 온실가스배출은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5년 기  약 3,854만톤

이며, 시멘트산업 공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산업공정에 의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멘트 생산설비는 거의 부분 최신형인 NSP와 SP타입으

로 설치되어있어 기술 으로 응이 곤란하고, 연료 력 등 에 지 원단  감소를 통한 온실가

다표휠권 

끽 E 끽 

핵§ 짧 ]ω{學@ (?평 ，J.r 
선 고 CaSC‘ ~~ ----------------------~ 

~표트그 

표톨댄드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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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ung Sampler를 이용한 온실가스 채취

2003 2004 2005

배출량

(천톤-CO2)

Gross 43,943 41,201 38,539

Net 43,089 40,001 37,420

자료: 시멘트 업계

주: Gross는 체연료로서 배출되는 CO2 포함, Net는 제외 기 임.

<표 2> 국내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스 감 노력 한 감축 잠재량의 한계에 근 해 있는 실정이다(산업연구원, 2008).

Ⅲ.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사례 분석  비교·평가

1.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과정

시멘트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은 앞에서 언 했듯이 연료연소과정과 공정으로 크게 구분된

다. 공정부분에서는 CO2만 배출되며, CO2 배출량이 클링커 생산량에 비례하게 된다. 연료연소과

정에서는 CO2  Non-CO2(CH4, N2O)가 배출되며, 이  Non-CO2의 경우 연료의 종류  투입

량, 연료연소조건 등 기타 여러 인자에 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시멘트산업의 국가배출계수 

개발 시 CO2는 주로 연료의 특성(발열량, 탄소함량)  사용량, 클링커 생산량으로 측정하게 되

며, Non-CO2의 경우에는 배출가스의 실측을 이용하여 배출계수를 산정하고 있다.

Non-CO2의 배출가스 분석을 한 시료채취는 2006 IPCC G/L에서 제시하고 있는 ISO 

11564:1998 규격과 ASTM D5835-95(Reapproved 2007) 규격  미국 EPA Method의 방법에 하

여 실시한다. 시료채취의 차는 먼 , 상설비의 연소 배출가스 배출통로에 가스 흡입 을 삽

입하고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흡입 을 Sample Conditioner에 연결하여 연소 

배기가스 에 있는 분진과 수분을 제거한 후 Tedlar Bag을 이용하여 가스분석용 시료를 채취한다.

E보 

*누‘ 11: 커; 
v“ 

;갇드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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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concentration)

Item Volume concentration Mass concentration Flow rate

Sub-Item A B C

Unit ppm kg CO2/m3 m3/hr 

Calculation A×(16 or 44/22.4)×106

      Step 2 (Raw Data)

Item Net heating value Fuel consumption Heating Output

Sub-Item D E F

Unit TJ/Gg ton/hr TJ/hr

Calculation E×F×103

      Step 3 (Emission)

Item Non-CO2 Emission

Sub-Item G

Unit kg Non-CO2/hr

Calculation B×C

      Step 4 (Emission Factor)

Item Non-CO2 Emission factor

Sub-Item H

Unit kg Non-CO2/TJ

Calculation G/F

<표 3> Non-CO2 배출계수 산정시트

Conditioner에 Lung Sampler를 연결한 후 진공펌 를 이용하여 샘 링 유량을 조 하면서 분석

용 가스시료를 <그림 3>과 같이 채취한다. 

포집한 Non-CO2 샘 은 불꽃이온화검출기(Flame Ionization Dectector; FID)가 장착된 GC-FID와 

자포획형 검출기(Electron Capture Detector; ECD)가 장착된 GC-ECD를 사용하여 CH4와 N2O의 

농도를 분석한다. Non-CO2 배출계수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단계 과정을 통해 산정 

할 수 있다. 우선, 1단계에서 장조사를 통해 분석된 Non-CO2 농도와 유량의 단 를 환하고, 

2단계에서 순발열량 환과 연료소비량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3단계로 Non-CO2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최종 으로 4단계에서 Non-CO2의 배출계수를 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개발 황  신뢰도 향상 방안 149

2. 국내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비교·분석

국내 시멘트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연구는 한국양회공업 회(시멘트산업의 기후변화

약 응방안 연구, 2007)  국립환경과학원(시멘트산업 부문 온실가스(CO2) 배출계수 산정 

연구, 2007), 세종 학교 기후변화특성화 학원(요 · 로 시설  기타오염원을 심으로, 2009), 

에 지 리공단(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2009) 등 정부  련 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이  세종 학교의 연구결과와 에 지 리공단의 연구결과를 심으로 시멘트부문의 

Non-CO2 배출계수 개발 방법을 비교 · 분석하 다.

1) 상시설  장조사

세종 학교에서는 2006년부터 3년 동안 가동 인 시멘트업체를 상으로 배출계수 산정을 

한 장조사를 실시하 다. 유연탄과 폐기물을 연료로 함께 사용하는 5개 시멘트 사업장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이들 사업장의 각 Kiln의 Stack을 상으로 시료를 채취하 다. 한 정확

한 Non-CO2 배출특성을 악하기 해 시료채취는 30분 간격으로 주간 8시간 동안 실시하 다.

에 지 리공단에서는 연간 에 지 사용량이 1000 TOE 이상 사용하는 시멘트업체를 상으

로 모집단을 선정하 다. 지역별로는 강원 5개 공장, 충북 4개 공장, 남 3개 공장, 경북 3개 공

장 등을 표본 추출하고, 장측정을 실시하 다. 배출가스 시료채취는 사업장별로 1~2회 실시하

다.

2) 시료분석 방법  배출계수 개발

세종 학교에서는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GC-FID(Model CP-3800, Varian, USA)로 CH4를 

분석하 고, GC-ECD(Model CP-3800, Varian, USA)로 N2O를 분석하 다. 한 상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연료를 채취하여 발열량 분석(IKA-C2000, Germany)  원소 분석(Thermo 

Finnigan-Flash EA 1112, USA)을 실시하 다. 그리고 시료채취 시간 별 연료소비량과 TMS 측

정유량 등을 이용하여, 시멘트 사업장의 Non-CO2 배출계수를 산정하 다.

에 지 리공단에서는 CH4  N2O 배출계수 산정을 해 휴 용 배기가스 측정기(Micro gas 

chromatograph, TCD/FID)를 이용하여 채취한 시료 당 3회씩을 분석하 다. 사용 연료의 원소 분

석과 발열량 분석 자료는 상공장의 분석결과를 이용하 으며, 연료소비량과 TMS 측정유량을 

이용하여 Non-CO2 배출계수를 개발하 다. 

3) Non-CO2 배출계수 비교

세종 학교의 연구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CH4 배출계수는 2.65 Kg/TJ(1.53 ~ 4.87 

Kg/TJ), N2O 배출계수는 1.14 Kg/TJ(0.34 ~ 2.53 Kg/TJ)로 산정되었다. 그리고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의 확률  평균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배출계수를 재산정하 다.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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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설 산출방법
배출계수(Kg/TJ)

CH4 N2O

시멘트산업
산술평균 2.65 1.14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 2.83 1.37

<표 4> 시멘트산업의 Non-CO2 배출계수(요․로 시설  기타고정오염원 보고서)

로 종류 사용연료
배출계수 산출결과

비고
CH4(Kg/TJ) N2O(Kg/TJ)

소성로

유연탄 24.8 0.9 9개 공장 평균값

유연탄 +폐기물 18.9 0.47
각공장의 표  폐기물의 

사용비율 (10~20%) 고려

<표 5> 시멘트산업의 Non-CO2 배출계수(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보고서)

난수를 이용하여 무작 인 표본을 생성하고, 합한 확률 도함수를 용하여 배출계수의 신

뢰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을 이용한 CH4의 최종 배출계수는 2.83 

Kg/TJ로 산정되었으며, N2O의 최종 배출계수는 1.37 Kg/TJ로 산정되었다.

에 지 리공단에서는 사용연료에 따른 CH4와 N2O 배출계수를 개발하 다. <표 5>와 같이 유

연탄만 사용하 을 경우 CH4은 24.8 Kg/TJ로, N2O는 0.9 Kg/TJ로 산정되었다. 한 폐기물과 혼

합하여 사용하 을 경우, 유연탄만을 이용할 때에 비해 CH4 배출계수는 23.8% 낮은 18.9 Kg/TJ

로, N2O 배출계수는 47.8 % 낮은 0.47 Kg/TJ로 산정되었다.

세종 학교와 에 지 리공단에서 개발한 배출계수를 외부의 여러 시멘트산업의 Non-CO2 배

출계수와 함께 <표 6>에 나타내었다. 에 지 리공단의 배출계수를 세종 학교의 배출계수에 

비교해 보면, CH4의 경우 에 지 리공단의 결과가 약 6.7배 정도 크게 나타났고, N2O의 경우에

는 약 0.66배 낮게 산정되었다. 이러한 배출계수의 차이는 시료 채취 횟수  측정 방법의 차이

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 학교의 연구결과와 IPCC의 배출계수를 비교해보면, CH4의 경

우 세종 학교의 배출계수가 IPCC의 배출계수보다 약 65 %정도 낮다. N2O의 경우 IPCC의 배출

계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비교하기 어렵다.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본  오스트리아에서는 시멘트산업 Non-CO2 배출계수는 사

용연료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사용되는 연료가 배출계수 값에 향을 

주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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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
배출계수(Kg/TJ)

CH4 N2O

세종 학교 기후변화특성화 학원

에 지 리공단

IPCC1)

일본
2)

호주
3)

덴마크
4)

2.83
18.9
1.0
1.5
1.0
1.5

1.37
0.47

-
-

0.8
3.0

1) IPCC, 2006,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2) Ministry of the Environment, Japan, Greenhouse Gas Inventory Office of Japan (GIO), CGER, NIES, 2007, 

National Inventory Report of Japan.
3)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nd Water Resources Australian Greenhouse Office, 2005,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2003.
4) Ministry of the Environment, Denmark, 2005, Denmark's National Inventory Report 2005.

<표 6> 시멘트산업의 Non-CO2 배출계수 비교 

Ⅵ. 온실가스 인벤토리 신뢰도 향상 방안

1.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고려한 측정횟수 검토

세종 학교에서는 시멘트산업에서 배출되는 Non-CO2의 시간별 배출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5일 동안 20분 단 로 시료를 포집하여 Non-CO2 농도를 분석하 다. 시간에 따른 Non-CO2 배출

농도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4>  <그림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배출농

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시간에 따른 A 사업장의 CH4 배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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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H4

(Kg CH4/TJ)
N2O

(Kg N2O/TJ)

세종 학교 기후변화특성화 학원 2.83 1.37

1회 측정
최 값 4.87 2.53

최소값 1.53 0.34

<표 7> 다수 측정 시와 1회 측정 시의 배출계수 비교 

<그림 5> 시간에 따른 A 사업장의 N2O 배출농도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통해 시료를 1회 측정했을 경우와 다수의 표본을 측정했을 경우 <표 

7>과 같이 배출계수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회 측정에 의한 배출계수는 다수의 표본 

측정에 의한 배출계수와 비교하여, CH4의 경우 최  1.7배 이상으로 과  산정 될 수 있으며, 

0.54배 과소평가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 졌다. N2O의 경우에도 최  1.8배 이상 과 평가 

는 최소 0.25배 정도로 과소평가 될 수 있다.

시멘트 산업의 Non-CO2는 연료의 종류  성상, 연소조건  운 조건, 기술 인 요소 등 여

러 인자들의 향을 받으며, 상기 연구에서 보듯이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가 크므로 한 변화

가 한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최  측정주기  측정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불확도 평가

불확도(Uncertainty)는 결과물의 품질을 정량 으로 나타내는 값으로서, 측정 데이터의 신뢰도

를 나타내기 해서는 불확도가 평가되어야 한다. 불확도의 원인은 <그림 6>과 같이 완 성의 

결여  모델, 자료의 부족, 자료의 표성 부족, 통계  무작  표본추출 오차, 측정 오차,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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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불확도의 원인(IPCC Guideline, 2006)

된 보고 혹은 잘못된 분류, 락된 자료 등이 있다.

IPCC G/L에서는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을 5000회 반복하여 95 % 신뢰구간에서 lower, upper 

범 를 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신뢰구간은 심 추정치에 한 백분율로 표 하며 95% 신뢰

구간은 확률 도함수의 2.5~97.5% 범  내의 구간을 일컫는다. <그림 7>은 불확도가 배출계수의 

평균값인 1에 하여 칭일 경우이다. 불확도의 2.5% 값이 0.7이고 97.5% 값이 1.3일 경우 불확

도 범 는 1.0 ± 30%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8>은 불확도가 배출계수의 평균값인 1에 하여 

비 칭일 경우이다. 불확도의 2.5% 값이 0.5이고 97.5% 값이 2일 경우 불확도 범 는 -50~ 

+100%로 나타낼 수 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Non-CO2 배출계수의 불확도는 작게는 ±20 %에서 크게는 -66~ 

+200 %로 불확도가 매우 크며, 시멘트산업도 외가 아니다. 따라서 시멘트산업의 Non-CO2 배

출계수의 경우 불확도 평가를 통하여 신뢰도를 향상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7> 배출계수의 칭 인 불확도 시(IPCC Guidelin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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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배출계수의 비 칭 인 불확도 시(IPCC Guideline, 2006)

국가 95% 신뢰구간
1)

분포

2003년 GHG 
인벤토리 제출

2)
참고문헌

근법
3)

배출계수
4)

CH4

오스트리아 ±50 Normal C, CS CS Winiwater and Rypdal, 
2001

핀란드 -75 to +10 β T1, T2, CS CS, PS Monni et al, 2004

노르웨이 -50 to +100 Lognormal T2, CS D, CS, PS Rypdal, 1999

미국
Order of
magnitude - T1 D, CS EIA, 1999

N2O

오스트리아 ±20 Normal C, CS CS Winiwater and Rypdal, 
2001

핀란드 -75 to +10 Beta T1, T2, CS CS, PS Monni et al, 2004

노르웨이 -66 to +200 Beta T1, CS D, CS Rypdal, 1999

미국 -55 to +200 - T1 D, CS EIA, 1999

1) 자료는 95% 신뢰구간의 상한과 하한으로 주어지며, 평균값에 한 비율로 표
2) 열들의 정보는 UNFCCC에 Annex 1 당사국이 제출한 2003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제출물에 기

한다.
3) 용된 근법을 설명하는 표기기호: T1(IPCC Tier 1), T2(IPCC Tier 2), T3(IPCC Tier 3), C 

(CORINAIR), CS(Country-specific)
4) 이용된 배출계수를 설명하는 표기기호: D(IPCC default), C(CORINAIR), CS(Country-specific), PS 

(Plant-specific)

<표 8> 국가별 고정연소부분의 Non-CO2 불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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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지구 인 기후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이

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인 ‘Low Carbon, Green Growth’를 국가비 으로 제시하 고, 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공표하면서 체계 인 기후변화 응 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멘트산업은 철강  석유화학산업과 함께 우리나라의 표 인 에 지 다소비 산업으로, 우

리나라 총 온실가스 배출에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멘트산업을 상으로 효과 인 

온실가스 감 정책을 수립하고 감축 목표량 달성을 해서는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순  과제이며, 이를 통한 인벤토리 개발이 요하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연료 연소 시 CO2와 Non-CO2가 배출되고, 제조공정에서는 CO2가 배출

된다. 특히 Non-CO2의 경우 연료의 종류  성상, 연소조건  운 조건, 기술 인 요소 등 여러 

인자들의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on-CO2 배출계수의 경우 세종 학교에서 개발된 

배출계수와 에 지 리공단에서 개발한 배출계수는 CH4의 경우 약 6.7배 차이가 있으며, N2O의 

경우 약 0.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료 채취 횟수  측정 방법의 차이에 의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멘트산업에서의 Non-CO2 배출계수의 경우, 연소 조건에 따라 배출계수의 편차가 크

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고려한 정 측정주기  측정횟수 등의 방법론을 

확립하는 연구가 시 한 실정이다. 한 배출계수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해 시료채취, 기기분

석 등의 측정 불확도 부분을 검하고, Non-CO2 배출계수 자체의 불확도 평가를 실시하여 표

성 있는 국가고유배출계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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