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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계수의 정확도 확보가 중요하며,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가 특성을 반영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에너지 고정연소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4%를 배출해 온실
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배출원이다. 에너지 고정연소
부문은 국가별로 사용하는 연료의 조성이 다르고 설비 효율과 연소 기술
이 달라 국가별로 다른 온실가스 배출 양상을 가지며, 온실가스 종류(CO2
및 Non-CO2)별로 다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방법이 필요한 부문이다.
또한 배출 범위가 방대하고 온실가스 시료채취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
이 들기 때문에 합리적인 표본 수 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고정연소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관련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종류(CO2 및 Non-CO2)별로 배출계수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와 대표성 결정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
를 통해 현재 개발되어 있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 현황에 대해 고찰하였
다. CO2는 에너지 고정연소 부문을 대상으로 하였고, Non-CO2는 전력생
산(발전소)부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Non-CO2에서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배출계수들을 모두 사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여 배출계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표본조사방법론 중 층화추출방법
을 사용하여 실제 발전소의 배출계수 개발을 위해 필요한 표본수를 산정
하도록 하였다.
CO2 배출계수의 경우에는 각 연료 별 특성을 반영한 배출계수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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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며 탄소함량과 발열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연료 별 생산지 또는 수입산지를 고려하여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시장점유율을 반영하여 배출계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Non-CO2 배출계수는 연료 및 발전설비와 연소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
기 때문에 연료 및 발전설비 별 연소방식 별로 구분하여 배출계수를 개발
해야 하며, 대기오염물질처리시설 설치 여부를 반영하여 배출계수를 개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세분화 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발전설
비에 대해서는 적은 표본수로도 좀 더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층화추출을 실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CO2 및 Non-CO2별로 배출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
자와 대표성 결정요인을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현 국가 고유 배
출계수를 진단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개발될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

주요어 : 배출계수, 온실가스, 에너지, 고정연소, 발전소, 배출량
학번: 2011-2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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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각 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의무를 다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관리 및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확한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의 산정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신뢰성 있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GIR, 2012). 이
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핵심인자인 배출계수의 정확성 확보
가 중요하며, 국내 주요 온실가스 배출·흡수원에 대한 국가 고유 배출·흡
수계수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관계기관합동, 2014). 무엇보다 기후변
화에 관한 정부협의체(IPCC)에서는 국가 특성을 반영한 국가 고유 배출
계수의 개발(Tier 21) 수준)을 권고하여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촉구하고 있다(IPCC, 2006).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특성을 반영한 국가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위해
중요도와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개발 로드맵을 작성하여 단계별로 배출계
수를 개발 중에 있으며(관계기관합동, 2014), 이 중 에너지부문은 전 세계
및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배출
부문으로 배출계수 개발의 중요도가 매우 큰 부문이다.
에너지 고정연소 부문(1A1, 1A2, 1A4)은 2012년 기준 전 세계 총 온실
가스 배출량의 54.7%를 차지하고 있으며(UNFCCC, 2015), 우리나라 총
배출량 688.3백만톤CO2eq 중 505.5백만톤CO2eq로 73.4%로 국가 온실가스
1) Tier 2 : 국가 에너지 통계로부터 나온 연료 소비량 및 가능한 경우에 국가 연료 특성으로부터
도출된 국가 고유의 배출계수 (IPCC,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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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GIR, 2014). 그 중에서 주요 활동 전력
및 열 생산 부문(1A1a)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9.6% (2012년 기
준)을 차지하며(UNFCCC, 2015),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
량의 36.4% (2012년 기준)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한 양을 차지하
는 중요한 배출부문이다(GIR, 2014). 에너지 고정연소부문(1A1, 1A2,
1A4)의 CO2 배출량은 국가 전체 CO2 배출량의 80.2% (2012년 기준)으로
국가 CO2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GIR, 2014), 전력 설비(1A1ai)의
Non-CO2 배출량은 국가 Non-CO2 배출량의 3.6%로 단일 카테고리로는
상당량을 배출하는 부문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4a). 또한 온실가스 배
출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벤토리를 카테고리 별로 우선순위를
평가한 2012년도 수준평가(LULUCF 포함)자료에서의 key category를 살
펴보면 우리나라 연료연소 활동 부문(1A)은 누적배출량과 누적배출량 기
여도가 95%에 해당하는 집중 관리해야할 대상으로(GIR, 2014), 정확한 배
출계수의 개발이 중요한 부문이다.
에너지 고정연소 부문의 경우 국가별로 사용하는 연료의 조성이 다르
고, 설비 효율과 연소 기술이 달라 국가별로 다른 온실가스 배출 양상을
가지며, 온실가스 종류(CO2 및 Non-CO2)별로 다른 개발 방법이 필요하
다. 또한 배출 범위가 방대하고 온실가스 시료채취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합리적인 표본 수 산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개발·검증지침을 두어 개발 방법론,
계수 대표성, 측정·분석 정확성, 자료관리, QA/QC, 불확도 등에 대해 검
증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각 온실가스(CO2, Non-CO2) 별 배출부문 별
로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온실가스(CO2, Non-Co2)
별 배출부문 별 특성과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배출계수를 개발할 수 있
도록 정성적·정량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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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2015~2019)’을 발표
하여, 통계 품질을 제고하고 구축 인프라를 개선하며 국제협력 기반을 강
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관계기관합동, 2015). 통계 품질을 제
고하기 위해 분야별 통계 및 불확도를 개선하고, 구축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IPCC 2006 가이드라인 적용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고유 배출계수
개발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며 온실가스 정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했
다(관계기관합동, 2015).
국가 고유 배출계수 개발을 위해서는 별도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 개발·검증 1차 계획(2015~2019)’을 수립하였다. 국가 고유계수의 개
발 계획은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수립되었으며 이외에도 활동자료와의 연
계성, 사업장 자료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었다(관계기관 합동,
2014). 에너지 분야의 경우 key category 분석 결과 국내에서 가장 배출
량이 높기 때문에 배출계수 개발에 가장 운선순위가 있다(관계기관 합동,
2014). 2014년 현재 검증·승인된 계수는 연료별 배출계수 등 163개이며,
이 외에 배출계수들은 개별 관장기관에서 추가 개발 중에 있다(관계기관
합동, 2014). 에너지 분야의 경우 연료별 CO2 배출계수 43개가 개발 되어
있다(관계기관 합동, 2014).
CO2 배출계수의 경우에는 신규 발열량 고시마다 개발이 필요하므로 5
년에 한 번씩 새로이 개발해야 한다(관계기관합동, 2014). Non-CO2 배출
계수는 업종 별 연소기술 별로 구분하여 개발되었으나 검증·승인되지는
않았으며 기 개발된 배출계수가 국가 계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집단
수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검증 계획(안)에서 서술하고 있다(에
너지관리공단,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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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국가 CO2 배출계수 개발 현황
‘2011년 고시 에너지열량환산기준 국가 온실가스(탄소) 배출 계수 개발
결과’에서는 발열량, 황분, 밀도, 탄소, 수소, 수분을 분석하였으며, 석유류
의 경우 휘발성/비휘발성 연료에 따라 시료 채취 주기(월별/분기별)를 달
리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하였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전체 연료사용량의 약 60~95% 내외를 대표하는 시료를 선정하여 개발
하였으며,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여 배출계수를 도출하였다(에너지관리공
단, 2013).
다만, 연료별로 해당 자료의 시간범위의 일치성을 서술하고 있으나, 석
유의 경우 1년 분석결과가 5년을 대표, 가스/석탄은 3년 분석결과가 5년
을 대표하고 있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1.2.2 국가 Non-CO2 배출계수 개발 현황
보일러 또는 연소시설의 종류, 적용된 기술의 종류, 연소방식, 연료의
종류, 시설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Non-CO2 배출계수를 개발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 2014a). 그러나 구체적으로 고려된 요건들에 따라 어떻
게 Non-CO2 배출량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대표성 관련해서는 층화추출방법을 사용하여 단순임의추출법에 비해 표
본수를 현저하게 줄였으나(에너지관리공단, 2014a), 층화추출의 모집단을
에너지부문 전체로 설정하여 시설별로 대표성 있는 배출계수를 개발했다
고 보기는 어려웠다. 월별/분기별 고려 없이 시료채취를 1회만 실시한 점
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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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검증 현황
2012년 온실가스종합관리센터에서는 부문별 배출·흡수 활동 관련 특성
을 고려한 개발·검증 기준을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개발·
검증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지침은 분야별 핵심 고려사항에 대해
개발 방법론, 계수 대표성, 측정·분석의 정확성, 자료관리, QA/QC, 불확도
등의 항목을 검증 평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온실가스종합관리센터,
2012).
개발 방법론에서는 개발된 국가 고유 계수가 배출·흡수량 산정지침에의
적용이 가능한지, 개발한 방법론이 적절한지, 배출·흡수 활동 관련 특성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온실가스종합관리센터,
2012).
계수 대표성에서는 배출·흡수원에 대한 조사 방법이 적절한지, 모집단에
대한 표본 집단 선정 방법이 적절한지, 표본 개수 결정 방법론이 적절한
지, 표본의 시간적·공간적 영향을 고려하였는지를 검증하고 있다(온실가스
종합관리센터, 2012).
측정·분석의 정확성에서는 측정·분석 유형의 선정, 측정·분석 및 샘플링
방법론, 측정·분석기관의 신뢰수준, 측정·분석기기의 신뢰수준이 적절한지
를 검증하고 있다(온실가스종합관리센터, 2012).
자료 관리에서는 유효숫자 관리의 적절성, 자료 선별 및 보완의 적절성,
계수 개발에 사용된 자료의 시간범위 일치성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온실
가스종합관리센터, 2012).
그러나 현 지침은 검증 항목이 보완되어야 하고 항목별 검토 기준을 구
체화 정량화되어야 한다. 특히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검증 요소를 추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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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방법
1.4.1 CO2 배출계수
1.4.1.1 국가 CO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에너지 고정연소 부문의 국가 CO2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래 식(1)과 같
이 산정된다. 산정에 필요한 배출계수 및 매개변수는 부록A.를 참조한다.
          ×  ×  ×  ×  ×   ×  

…… (1)

E : CO2 배출량 [Gg CO2 eq.]
TA : 총연료사용량 [천TOE]
NA : 비연료사용량 [천TOE]
FCS : 탄소몰입률
41.868 : J-TOE 단위 환산 계수 (TJ/천TOE)
CF : 전환계수 [순발열량/총발열량]
EF : 배출계수 [t C/TJ]
OF : 산화계수
44/12 : 탄소기준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전환 (kgCO2/kgC)
ｉ: 연료 유형
ｊ: 부문

(GIR, 2014)

배출계수는 수준에 따라 Tier 1, Tier 2, Tier 3 배출계수로 구분되어
진다(IPCC, 2006). Tier 1 수준의 배출계수는 IPCC 기본 배출계수를 말하
며, Tier 2 수준의 배출계수는 국가 특성을 반영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말한다(IPCC, 2006). Tier 3 수준의 배출계수는 사업장 단위의 고유 배출
계수를 말한다(IPCC,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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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국가 CO2 배출계수의 개발
국가 CO2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은 ‘발열량 및 원소분석’, ‘탄소함량
산정’, ‘탄소 배출계수 산정’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원유 및 석유제품의 발열량 및 원소분석(C, H, S)은 ‘열량 시험방법 및
계산에 의한 추정방법’(KS M 2057)을 이용한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총발열량은 개량형 연역식 봄베형 열량계를 사용하여 실측하며, 순발열량
은 수소 및 수분 분석값에 따라 아래 식(2)으로 산정한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순발열량(MJ/kg) …… (2)
= 총발열량(MJ/kg) - 6 × 4.1868kJ × [수소함량(wt%)×9 + 수분(wt%)]

(에너지관리공단, 2013)
석유류의 탄소함량은 원소분석기를 통해 실측하며, 가스류는 성분분석
을 통한 이론값을 활용하여 산정한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연료의 탄소함량(wt%) → kgC/kg연료 …… (3)

(에너지관리공단, 2013)
석유류의 탄소배출계수는 발열량단위(kcal/kg)일 때와 발열량단위
(kcal/kl) 일 때로 구분하여 식(4)와 같이 산정한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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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함량(kgC/kg연료)/{순발열량(kcal/kg연료) x 4.1868kJ/kcal연료} → 단위환
산 → tC/TJ …… (4)
탄소함량(kgC/kg연료)/{순발열량(kcal/k) x 4.1868kJ/kcal연료} x 밀도(kg/m3)
→ 단위환산 → tC/TJ …… (4)

(에너지관리공단, 2013)
가스류의 LPG1호(프로판) 및 LPG3(부탄)의 경우 KS M ISO 6976 규
격 활용하며 탄소함량은 아래 식(5)와 같이 산정한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탄소함량(kg/kg연료)/순발열량(MJ/kg연료) → 단위환산 → tC/TJ …… (5)

(에너지관리공단, 2013)
발열량 시험기기에서는 일련의 계산과정이 프로그램상에 입력되어 있
어, 총발열량 측정 시, 시료의 무게 및 황분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황분
이 보정된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석탄류의 발열량 및 원소분석(C, H, N, O, S)은 ‘석탄류 및 코크스류의
발열량 측정 방법(KS E 3707)’과 ‘석탄류 및 코크스류의 원소 분석 방법
(KS E 3712)’을 사용한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석탄류의 탄소함량은 아래 인수식(6)을 사용하여 산정한다(에너지관리
공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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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의 탄소함량(wt%) × {(100-총수분(%)/100)} → % …… (6)

(에너지관리공단, 2013)
석탄류의 탄소 배출계수 산정은 아래 식(7)을 이용하여 산정한다(에너
지관리공단, 2013).
{인수식탄소(%)/100} / {순발열량(kcal./kg) × 4.1868kJ/kcal} → 단위환산 →
tC/TJ …… (7)

(에너지관리공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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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Non-CO2 배출계수
1.4.2.1 국가 Non-CO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에너지 고정연소 부문의 국가 Non-CO2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래 식(8)
과 같이 산정된다(GIR, 2014). 산정에 필요한 배출계수 및 매개변수는 부
록B.를 참조한다.
       ×  ×  ×   ×   

…… (8)

E : Non-CO2 배출량 [Gg CH4 eq, Gg N2O]
TA : 총연료사용량 [천TOE]
41.868 : J-TOE 단위 환산 계수 (TJ/천TOE)
CF : 전환계수 [순발열량/총발열량]
EF : 배출계수 [kg CH4/TJ, kg N2O/TJ]
ｉ: 연료 유형
ｊ: 설비 유형
k : 부문

(GIR, 2014)
배출계수는 수준에 따라 Tier 1, Tier 2, Tier 3 배출계수로 구분되어
진다(IPCC, 2006). Tier 1 수준의 배출계수는 IPCC 기본 배출계수를 말하
며, Tier 2 수준의 배출계수는 국가 특성을 반영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말한다(IPCC, 2006). Tier 3 수준의 배출계수는 사업장 단위의 고유 배출
계수를 말한다(IPCC,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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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국가 Non-CO2 배출계수의 개발
국가 Non-CO2 배출계수의 산정식은 아래 식(9)와 식(10)과 같다(에너
지관리공단, 2014a).
     ×  ′       ×   ×   

…… (9)

EF : 배출 계수(kgCH4/TJ)
CCH4 : 배기가스 중의 CH4 농도(ppm)
G'0 : 연소된 연료의 이론 배기가스량(건조)(Nm3/고유 단위)
A0 : 연소된 연료의 이론 공기량(Nm3/고유 단위)
m : 공기비 실제 공기량/이론 공기량(-)
MW : CH4의 분자량(정수)=16(g/mol)
Vm : 이상 기체 1 몰의 표준 상태에서의 체적(정수)=22.4(10-3m3/mol)
NCV : 연소된 연료의 순발열량(MJ/고유 단위)
※ m = 21/(21-CO2), CO2 : 배기가스 중의 O2 농도(%)

(에너지관리공단, 2014a)

     ×  ′       ×   ×   

…… (10)

EF : 배출 계수(kgN2O/TJ)
CN2O : 배기가스 중의 N2O 농도(ppm)
G'0 : 연소된 연료의 이론 배기가스량(건조)(Nm3/고유 단위)
A0 : 연소된 연료의 이론 공기량(Nm3/고유 단위)
m : 공기비 실제 공기량/이론 공기량(-)
MW : N2O의 분자량(정수)=16(g/mol)
Vm : 이상 기체 1 몰의 표준 상태에서의 체적(정수)=22.4(10-3m3/mol)
NCV : 연소된 연료의 순발열량(MJ/고유 단위)
※ m = 21/(21-CO2), CO2 : 배기가스 중의 O2 농도(%)

(에너지관리공단,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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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내·외 관련 문헌 분석
1.5.1 CO2 배출계수
1.5.1.1 국가 CO2 배출계수 개발 관련 해외 사례
주요 20여국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 National Inventory
Report)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 고유 CO2 배출계수 개발 사례를 살펴보
았다. 호주는 2007년부터 NGERs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System)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을 대상으로 사업장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보고 받아 이 데이터
를 사용하여 CO2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있었으며, IPCC 지침에서 제시하
고 있는 배출계수보다 연료를 세분화하여 개발하고 있었다(Australian
Government, 2015). 오스트리아, 덴마크, 헝가리 등 유럽 국가에서는 EU
ETS (Emission Trading System)의 상향식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Environment Agency Austria, 2015; Denmark, 2015; Hungary, 2015),
캐나다 및 벨기에는 지역 별로 구분하여 CO2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있었
다(Belgium, 2015; Environment Canada, 2015). 체코 및 프랑스에서는 일
부 연료에 대해 OX (Oxidation Factor)를 개발하여 국가 고유 배출계수
를 개발하고 있었다(Ministry of the Environment of the Czech Republic,
2015; France, 2015).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
서는 우리나라에서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탄소함량과
발열량을 측정하여 개발하고 있었으며(Federal Office for the
Environment(Switzerland), 2015; Norwegian Environment Agency, 2015;
에너지관리공단, 2013), 미국의 경우 매년 탄소함량을 지역별로 측정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하였다(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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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IPCC EFDB - Annex to the User Manual
IPCC에서는 각 분야별로 배출계수 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했는지 검토하고 배출
계수 값의 신뢰성을 검증하여 배출계수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인
EFDB에 게재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IPCC EFDB, 2005).
IPCC EFDB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출·흡수 활동 관련 특성(Properties)
은 4가지 카테고리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IPCC EFDB, 2005). CO2의 배출특성으로는 탄소함량 및 순발열량을 제
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고체연료는 수분함량 및 황함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IPCC EFDB, 2005). 기체연료는 온도 및 압력, 가
스의 분자구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액체연료는 황함량을 고려하여 배출
계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IPCC EFDB, 2005).
1.5.1.3 '14년 에너지원별 열량환산 및 탄소배출계수 기준개발 연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원별 열량환산 및 탄소배출계수 기준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발열량, 황분, 밀도, 탄소, 수소, 수분
을 분석하였으며, 석유류의 경우 휘발성/비휘발성 연료에 따라 시료 채취
주기(월별/분기별)를 달리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하였다(에너지관리공단,
2014b).
석유류의 경우 전체 연료사용량의 약 50~100% 내외를 대표하는 시료를
선정하여 개발하였으며 석탄류의 경우 전체 석탄사용량의 약 96% 내외를
대표하는 시료를 선정하여 개발하였다(에너지관리공단, 2014b).
다만, 시장점유율은 고려하지 않고 배출계수를 개발하였다(에너지관리
공단,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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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Non-CO2 배출계수
1.5.2.1 국가 Non-CO2 배출계수 개발 관련 해외 사례
주요 20여국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 National Inventory
Report)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 고유 Non-CO2 배출계수 개발 사례를
살펴보았다. 호주는 2007년부터 NGERs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System)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보고 받아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Non-CO2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있었다(Australian
Government, 2015). 오스트리아, 덴마크, 헝가리 등 유럽 국가에서는 EU
ETS (Emission Trading System)의 상향식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다
(Environment Agency Austria, 2015; Denmark, 2015; Hungary, 2015).
핀란드는 매우 선도적으로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있었으며 VAHTI 시스
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있었다. VAHTI는 발전소
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위치와 같은 기초 정보, 보일러 또는 공정 유
형과 같은 자료와 배출량 감축 기술, 용량에 대한 정보와 같은 기술 자료,
개별 배출원에서 이용되는 연료 소비 자료, 배출원에서 매년 측정한 배출
량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ILMARI 시스템에 투입되어
배출계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었으며, 이 자료들은 EU ETS
자료와 비교하여 배출량을 공시하고 있었다(Statistics Finland, 2015).
일본은 설비 별 연료상태 별(액체, 기체, 고체)로 구분하여 Non-CO2 배
출계수를 개발하고 있었다(Center for Global Environmental
Research(Japan), 2015). 스위스는 일부 연료에 대해 Non-CO2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었다(Federal Office for the
Environment(Switzerlan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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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Non-CO2 배출계수 개발 관련 해외 사례
Table 1. 에서는 관련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아 CH4과 N2O의 배출에 영
향을 주는 배출특성들을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과 감소시키는 요인으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CH4의 경우 불완전연소가 될수록 발생량이 증가하였고, 온도가 낮을수
록 발생량이 증가하였다. 과잉공기량이 많을수록 발생량이 감소하였으며,
선택적촉매환원(SCR)장치를 설치하면 발생량이 감소한다고 연구되었다.
N2O의 경우 연료에 특성에 따라 배출량에 영향을 받았고, 선택적무촉매
환원(SNCR)장치를 설치하면 발생량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선택적촉
매환원(SCR)장치를 설치하면 발생량이 감소한다고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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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terature Study of Non-CO2 Emission Factor
Reference
Emission
CH4

Properties

- incomplete combustion (poor mixing, early
quenched oxidation reaction)
Aho, 1997; Aho, 2004;
small combustion devices
Amand, 1991; Tsupari, Emissions - low- temperature(<800℃)
(decreased
2005; Havhurst, 1992; increased
oxidation reaction)
IEA, 2000; IPCC, 1997;
- partial load (decreased temperature and
Kilpinen, 1995; Kilpinen,
loss of optimal combustion conditions)
2002a; Kilpinen, 2002b;

Konig, 1994; Korhonen,
2001; Kramlich, 1994;
Lohuis, 1992; Moritomi,
1999

Emissions
decreased

- using after burner
- amount of excess air
- SCR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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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O

- Bituminous coal, Anthracite > Brown
Coal
- geologically older fuels
- nitrogen content of fuels
- CO content of furnace
- Maximum around 700℃
- fluidized bed combustion (because
combustion temperature is usually
between 800 and 950℃)
- SNCR installed
- above 950℃ or below 500℃
- SCR installed
- Air staging

1.5.2.3 IPCC EFDB - Annex to the User Manual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IPCC EFDB에서는 배출·흡수 활동 관련 특성
(Properties)을 4가지 카테고리 각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배출원
의 ‘기술적 구분(Technologies/Practice)’, 온실가스 배출 관련 ‘인자 및 조
건(Parameter/Conditions)’, ‘지역특성(Region/Regional Condition)’, ‘저감기
술(Abatement/Control Technologies)’로 구분된다(IPCC, 2005). 기술적 구
분에서는 해당 배출계수에 영향을 주는 배출시설의 종류, 형태, 기술적 특
성 등을 제시하도록 하며, 온실가스 배출 관련 인자로는 배출시설 운전조
건, 유지관리 수준, 연료의 종류 및 특성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IPCC,
2005). 지역특성은 고도, 기후, 국가 등 배출계수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
특수성을 제시하도록 하며, 저감기술은 해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직․간접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지시설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IPCC, 2005).
이에 IPCC EFDB에서는 Non-CO2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일
러 또는 연소시설의 종류, 적용된 기술의 종류 및 설명, 운전조건, 연료의
종류 및 특성, 시설의 크기 및 사용기간, 유지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
다고 제시하고 있다(IPC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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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구 목적

Figure 1. Research System

본 연구의 체계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고정연
소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관련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여,
연료연소 부문(1A)의 고정연소 부문(1A1, 1A2, 1A4) CO2 배출계수에 영
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배출특성)를 파악하고 정성적인 CO2 배출계
수 개발 시 고려해야 하는 최소 요건들을 도출하고자 하며, 국가 대표성
을 가진 CO2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결정요인을 제시하여 정량적인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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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계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1A1ai 전력생산(발전소)부문의 Non-CO2 배출량을 현재 제시되고
있는 배출계수들을 모두 사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이를 통해 연료 별 설비 별 운전조건 별 배출계수의 개발의 촉구
를 시사하였다. 이에 Non-CO2 배출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
와 조건을 파악하여 정성적인 Non-CO2 배출계수 개발 시 고려해야 하는
최소 요건(배출특성)들을 도출하고자 하며, 국가 대표성을 가진 Non-CO2
배출계수 개발을 위해 대표성 결정요인 및 표본 수 산정 방법론을 제시하
여 정량적인 배출계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의 대표성 결정요인과 최소요건
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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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2.1.1 CO2 배출계수

1
Energy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2
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 Use
3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4
Waste
5
Other

1A1)
Fuel
Combustion
Activities

1A1
Energy
Industries
1A2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Construction
1A3
Transport
1A4
Other Sectors
1A5
Non-Specified

Figure 2. Structure of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IPCC, 2006)
1)

1A 연료연소활동 : 에너지 소비활동에서 해당 공정에 열 및 기계적 작업을 제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비되는 연료에 의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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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Figure 2. 과 같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함에 있어
구분되는 카테고리 중 ‘1A 연료연소 활동’의 고정연소 부문(1A1, 1A2,
1A4)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에너지 고정연소 부문의 CO2의 경우 연료
별 탄소함량과 발열량에 의해 배출계수가 개발되기 때문에 1A1 에너지
산업, 1A2 제조업 및 건설 및 1A4 기타(가정·상업·공공)의 세부 부문 별
로 배출계수 방법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1A3 수송 부문은 별도의
개발 절차를 가진다.
또한 배출계수 개발·검증 절차 중 ‘배출특성’과 ‘계수대표성’을 연구 범
위로 하였다. 배출계수 개발·검증 기준은 개발 방법론, 계수 대표성, 측정·
분석의 정확성, 자료 관리, QA/QC, 불확도로 나뉘는데, 계수 대표성의
‘배출특성’부분과 ‘계수 대표성’은 일반적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과 달
리 배출계수 개발 시 배출부문 별로 특성을 나타내고 온실가스 별로 다른
방법을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두 부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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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Non-CO2 배출계수
1
Energy

1A
Fuel
Combustion
Activities

1A1
Energy
Industries

1A1a
Main Activity
Electricity and
Heat Production

1A1b
Petroleum
Refining
1A1c
Manufacture of
Solid Fuels and
Other Energy
Industries

1A1ai2)
Electricity
Generation
1A1aii
Combined
Heat and
Power
Generation
1A1aiii
Heat Plants

Figure 3. Structure of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in Energy Sector
(IPCC, 2006)
2)

1A1ai 전력생산 : 열병합발전소의 배출을 제외한 전력 생산을 위한 모든 연료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

본 연구는 Figure 3. 과 같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함에 있어
구분되는 카테고리 중 에너지 부문의 ‘1A1ai 전력 생산’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Non-CO2의 경우 세부 카테고리 별 배출시설에 따라 배출계수가
개발됨에 따라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계수를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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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배출계수 개발·검증 절차 중 ‘배출특성’과 ‘계수대표성’을 연구 범
위로 하였다. 배출계수 개발·검증 기준은 개발 방법론, 계수 대표성, 측정·
분석의 정확성, 자료 관리, QA/QC, 불확도로 나뉘는데, 계수 대표성의
‘배출특성’부분과 ‘계수 대표성’은 일반적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과 달
리 배출계수 개발 시 배출부문 별로 특성을 나타내고 온실가스 별로 다른
방법을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두 부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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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방법
2.2.1 CO2 배출계수
2.2.1.1 최소 요건 도출 – 정성적 연구
국내·외 관련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요건과 대표성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CO2 배출계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최소
요건을 도출한다.

2.2.1.2 대표성 결정요인 도출 - 정량적 연구
국내·외 관련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요건과 대표성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CO2 배출계수 개발을 위해 필요한 대표
성 결정요인을 도출한다.

2.2.1.3 국가 고유 배출계수 개발 현황 진단
도출된 최소요건 및 대표성 결정요인을 바탕으로 현재 개발되어 있는
에너지고정연소 부문의 CO2 배출계수의 개발방법론을 진단하고 고찰한다.
대표성 있는 국가 CO2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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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Non-CO2 배출계수
2.2.2.1 배출계수 별 배출량 산정 및 민감도 분석
Non-CO2 배출량은 앞서 제시한 식(8)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배출계수
는 1) IPCC 1996 GLs Tier2 배출계수(연료별, 설비별), 2) IPCC 2006
GLs Tier2 배출계수(연료별, 설비별), 3) 현재 개발되어 있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연료별, 설비별), 4) IPCC 2006 Tier1 배출계수(연료별), 5)
IPCC 1996 Tier2 배출계수(연료별)을 사용한다. 배출계수는 부록 B.를 참
조한다.
이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IPCC 1996 GLs Tier2 배출계
수로 산정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  ×  ×   ×   

…… (8)

E : Non-CO2 배출량 [Gg CH4 eq, Gg N2O]
TA : 총연료사용량 [천TOE]
41.868 : J-TOE 단위 환산 계수 (TJ/천TOE)
CF : 전환계수 [순발열량/총발열량]
EF : 배출계수 [kg CH4/TJ, kg N2O/TJ]
ｉ: 연료 유형
ｊ: 설비 유형
k : 부문

(GIR, 2014)

- 25 -

2.2.2.2 최소 요건 도출 - 정성적 연구
국내·외 관련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요건과 대표성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Non-CO2 배출계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최소 요건을 도출한다.

2.2.2.3 대표성 결정요인 도출 - 정량적 연구
국내·외 관련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요건과 대표성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Non-CO2 배출계수 개발을 위해 필요한
대표성 결정요인을 도출한다. 특히, 표본조사방법론 분석하여 실제 발전소
의 배출계수 개발을 위해 필요한 표본수를 산정해본다.

- 표본추출방법론
표본추출(Sampling)이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말하며, 모
집단의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효과적으로 추출하
기 위해 표본추출을 실시한다(경문사, 2014). 일반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크게 단순임의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 층화추출법
(Stratified sampling), 계통추출법(systematic sampling), 집락추출법
(cluster sampling) 등이 있다(경문사, 2014).
단순임의추출법은 크기 N인 모집단으로부터 크기 n인 표본을 추출함에
있어서 모든 표본들을 동일한 확률로 추출하는 방법이다(자유아카데미,
2010). 단순임의추출법은 방법이 단순하고 분류오차(classication error)가
미세하며, 다른 방법에 비해 자료를 분석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자유아
카데미, 2010). 또한 모집단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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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카데미, 2010).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며 실현 가능
성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자유아카데미, 2010). 또한 모집단 안에서 집
단 간 이질적이라면 층화추출법에 비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
하는 단점이 있다(자유아카데미, 2010).
층화추출법 또는 층화임의추출법은 모집단을 중복되지 않도록 층으로
나눈 후에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자유아카데미, 2008). 층
을 나눌 때에는 층 내는 동질적(homogeneous)이고 층간은 이질적
(heterogeneous)으로 해야 하며 이렇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좀 더 정확
한 추정을 할 수 있다(자유아카데미, 2008). 또한 이렇게 층을 나누어야
전체 모집단뿐만 아니라 각 층별로 개별 특성에 대한 추정도 할 수 있다
(자유아카데미, 2008). 각 층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할 때에는 여러 가지
다른 추출방법을 쓸 수도 있다(자유아카데미, 2008). 이 외에도 필요에 따
라 각 층을 다시 층으로 나누어 추출을 할 수 있으며 다단계 층화 추출이
라고 한다(자유아카데미, 2008).
계통추출법은 체계적인 추출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요소는 무작위로
선정한 후 매번 k번째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이다(자유아카데미, 2008). 전
체 모집단의 크기를 추출하고자 하는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표집간격인
k를 계산한다(자유아카데미, 2008).
무작위로 작성되어 있는 표본에서는 계통추출법이 단순임의추출과 유사
하나 계통추출법이 좀 더 단순하기 때문에 좀 더 선호되는 방법이다(자유
아카데미, 2008). 만약 표본이 무작위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주기성
(periodicity)이 있는데 계통추출법을 사용한다면 모집단을 전혀 대표하지
못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자유아카데미, 2008).
집락추출법은 모집단에서 집단을 일차적으로 추출한 다음 각 집단에서
구성원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다단계 추출방법이다(자유아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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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08). 주로 모집단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사용될 수
있다(자유아카데미, 2008). 집락 내부는 이질적(heterogeneous)으로 집락
간에는 동질적(homogeneous)으로 해야 하며, 집락추출법은 모집단 요소
들의 목록화를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자유아카데미, 2008).
단순임의추출법과 층화추출법의 네이만배분법의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단순임의추출법
1) 복원의 경우

  …… (11)


  




z : 1.96 (95% 신뢰수준)
s : 표준편차
d : 허용오차 (평균*오차(%))
2) 비복원과 복원과의 관계
…… (11)
N : 전체 모집단 수

 
    

(자유아카데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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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화임의추출_네이만배분법
    

 
       



…… (12)

Nh : 각 층별 모집단 수
Sh : 각 층별 모집단의 표본편차
N : 전체 모집단 수
D = (B/z)^2
B : 허용오차 (평균*오차(%))
z : 1.96 (95% 신뢰수준)
(자유아카데미, 2008)

2.2.2.4 국가 고유 배출계수 개발 현황 진단
도출된 최소요건 및 대표성 결정요인을 바탕으로 현재 개발되어 있는
에너지고정연소 부문의 Non-CO2 배출계수의 개발방법론을 진단하고 고
찰한다. 대표성 있는 국가 Non-CO2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위해 개선되어
야 할 사항에 대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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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3.1 CO2 배출계수
3.1.1 최소 요건 도출 - 정성적 연구
Table 2.는 CO2 배출계수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최소요건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료상태별 공통특성과 그 고려사항에 영향을 주는 영향인자들을
함께 제시하였고, 연료별 세부특성을 제시하였다.
CO2 배출계수는 연료분석법과 배출가스분석법 두 가지 방법으로 개발
할 수 있으나,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를 참고하여 연소분석법에 의한 배출계수 개발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CO2
의 배출은 연료의 총량과 연료의 탄소함유량에 기초하며 대부분의 탄소는
CO2로 즉시 배출되기 때문에 연소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CO2는 에너지연료연소 카테고리별(1A3 수송 제외)로 특성이 달라지지
않고 연료별로 탄소함량 및 순발열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며, 배출계수 개
발은 발열량 및 원소분석, 탄소함량 측정, 탄소배출계수산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순발열량은 총발열량에서 수증기 응축잠열을 제외하여 산정하며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소함량과 수분함량을 측정해야한다. 연료 중 수분은
분탄화 및 재날림을 방지하나 착화를 방해하여 기화잠열로 인한 열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분함량은 발열량 산정 시 중요한 인자이다(에너지관
리공단, 2013). 황분은 발열량 값에서 황분에 의해 생성된 열량을 제외하
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황성분(S)은 연소하여 SO2를 형성하고 이것이 물
과 반응하여 H2SO4를 형성하여 열을 생성하기 때문에 발열량에 영향을
준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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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연료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발열량 단위 환산 시 밀도가 필요하며,
휘발성 여부에 따라 계절변화를 고려해야 할지를 판단하여 배출계수를 개
발해야 한다. 휘발성이 낮은 연료의 경우 2005-2006 발열량 분석 연구에
서 매달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분기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실시하
여도 배출계수 개발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에너지관
리공단, 2013). 기타사항으로는 원유의 경우에는 석유의 비중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gravity)을 고려해야 하며(IPCC
EFDB, 2005), 휘발유의 경우에는 보통휘발유와 고급휘발유를 구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납
사의 경우에는 유종간의 생산 수급구조나 시장여건에 따라 품질 변화가
많고, 별도의 품질기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출계수 개발 시 유의해
야 한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고체연료의 경우에는 발열량 분석, 공업분석, 원소분석을 통해 배출계수
를 개발한다. 발열량은 액체연료와 마찬가지로 총발열량을 분석하여 순발
열량을 도출하며 황분 보정을 실시한다. 순발열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수식수소함량과 건식수소함량, 전수분함량이 필요하다. 공업분석은 전체
양에서 수분, 회분, 휘발분의 성분비를 차감한 것으로 고정탄소를 정량화
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외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고체연료의 경우 국내산
또는 수입산지에 따라 연료 특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원산지별로 특
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해야 한다.
기체연료는 가스조성을 이용해 발열량을 계산하며 기체 특성상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시료 채취지점 선정에 유의해야 하며, 도시가스(LPG)의 경우에
는 Air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ir 혼합여부를 고려해
야 한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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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inimum Requirements of CO2 Emission Factor
Fuel
(IPCC 2006 GLs)
Ⅰ. Liquid Fuel
Crude Oil
Orimulsion
Natural Gas Liquids
Moter Gasoline
Gasol Aviation
Gasoline
ine
Jet Gasoline
Jet Kerosene
Other Kerosene
Shale Oil
Petro
Gas/Diesel Oil
leum
Residual Fuel Oil
Liquefied Petroleum Gases
Ethane
Naphtha
Bitumen
Lubricants
Petroleum Coke

Fuel
(National Inventory in
Korea)
Crude Oil
Orimulsion
Natural Gas Liquids
Gasoline
Aviation Gasoline
Red Kerosene
White Kerosene
Shale Oil
Diesel Oil
B-A
B-B
B-C
Propane
Butane
Ethane
Naphtha
Bitumen
Lubricants
Petroleum Coke

Common Properties

Carbon content,
NCV(Hydrogen,
moisture, sulfur content)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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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tailed Properties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gravity
Volatile – considering seasonal changes,
Devision of gasoline/premium gasoline
Non-volatile
Non-volatile
Non-volatile
Non-volatile
Volatile – considering seasonal changes
Non-volatile
Non-volatile
Non-volatile

Refinery Gas
Refinery Gas
Waxes
Waxes
Other White Spirit &SBP
White Spirit &SBP
Volatile – considering seasonal changes
Oil Other Petroleum
Produced Fuel 1
Non-volatile
Produced Fuel 2
Products
Ⅱ. Solid Fuel
Domestic Anthracite
Anthracite
Import Anthracite (steam)
Import Anthractie (coking)
Coking Coal
Bituminous (coking)
Carbon content,
Other Bituminous Coal
Bituminous (steam)
Coal
Sub-Bituminous Coal
Sub-Bituminous Coal
NCV(Hydrogen,
Lignite
Lignite
moisture, sulfur content)
Oil Shale & Tar Sands
Oil shale
Peat
Peat
Coke
Coke
Ⅲ. Gas Fuel
Carbon content,
Coke Oven Gas
Derived Gases
NCV(Hydrogen,
Blast Furnace Gas
moisture,
sulfur
content)
Natural
Gas
(LNG)
Gas
*density,
temperature,
Town Gas (LNG)
Natural Gas
pressure,
molar
LPG
composition of the gas Non-volatile, Considering air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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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대표성 결정요인 도출 - 정량적 연구
CO2 배출계수의 개발은 연료 별로 이루어져 각 연료 별 시료들의 특징
을 얼마나 많이 반영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하는지가 중요하다. 개별 연료
들은 연료의 수입지나 생산지 등에 의해 서로 다른 탄소함량과 발열량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각 연료별 특징을 반영한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위
해서 필요한 대표성 도출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3.1.2.1 석유류
석유류의 CO2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유사(SK울산, SK
인천, GS, S-Oil, 현대정유) 및 석유화학사(삼성토탈, 여천NCC, 대한유화,
LG화학 등)에서 생산·공급하는 18종의 석유제품을 시료 채취하여 분석해
야 한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이렇게 연료 별로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한 이후에는 판매량 등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점유율을 반영하여 최종 배출계수를 도출하여
대표성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이외에도 석유류의 CO2 배출계수의 경우 각 연료 별 해당 정유사의 제
품을 시료 채취하여 분석하나 원유 수입산지의 변화에 따라 배출계수가
변동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좀 더 정확한 배출계수 개발
을 위해서는 산지 별로 생산된 석유제품의 탄소함량과 발열량이 균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
트, 이란,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이라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브루나이 그 외 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에너지경제연
구원,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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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석탄류
석탄류의 CO2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내 발전사(㈜한국남동
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및 철강회사 1곳의 석탄류 입하량 자료를 사용하여 시료 채취 및 분석해
야 한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이렇게 연료 별로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한 이후에는 판매량 등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점유율을 반영하여 최종 배출계수를 도출하여
대표성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이외에도 석탄류의 CO2 배출계수의 경우 각 연료 별 해당 발전사와 철
강회사의 제품을 시료 채취하여 분석하나 석탄 생산지와 수입산지의 변화
에 따라 배출계수가 변동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좀 더 정
확한 배출계수 개발을 위해서는 생산지 및 수입산지 별로 생산된 석탄제
품의 탄소함량과 발열량이 균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삼척, 정선, 충남, 문경, 강릉, 단양, 호남, 보은 등에
탄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남아공, 러
시아, 미국, 콜롬비아, 호주 등에서 석탄을 수입하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
원,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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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가스류
천연가스(LNG)의 CO2 배출계수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판매하는 가스 소
비량이 국내 천연가스 판매량의 약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에서 판매하는 천연가스(LNG)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해 배출계수를 개
발한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도시가스(LNG)의 경우에는 액화천연가스를 단순히 기화한 것이기 때문
에 천연가스(LNG)와 동일한 배출계수를 갖는다.
도시가스(LPG)는 공급 규정에 따라 총발열량을 맞추어 공급하기 때문
에 ‘탄소함량(가스조성비)/순발열량’으로 배출계수를 산정한다(에너지관리
공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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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국가 고유 배출계수 개발 현황 진단
현재 개발되어 있는 CO2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최소요건과 대표성
을 잘 갖추어 개발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CO2의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연료 별 특성을 잘 반영하여 배
출계수를 개발하고 있었다. 다만, 시료를 채취함에 있어 연료 별 탄소함량
과 발열량이 다를 수 있는 생산지나 수입산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료를 채취하여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
록 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표성의 측면에서는 연료별로 해당 자료의 시간범위의 일치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나 석유의 경우 1년 분석결과가 5년을 대표, 가스/석탄은 3
년 분석결과가 5년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좀 더 확보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시장점유율을 반영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하도록 해 신뢰성 있
는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한 해의 시장점유율을 반영하기 보다는 시장점유율 추이를 반영하여 배출
계수를 개발하면 좀 더 신뢰성 있는 배출계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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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Non-CO2 배출계수
3.2.1 배출계수 별 배출량 산정 및 민감도 분석
배출계수 별로 1A1ai 전력설비(발전량)부문의 Non-CO2 배출량을 산정
하였다. Non-CO2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활동도 자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작성된 비공개 자료인 발전사들의 발전설비 별
연료 소비량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IPCC 1996 GLs Tier2 배출계
수로 산정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3.2.1.1 배출계수 별 배출량 산정

Figure 4. Fuel Consumption (ton, 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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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료 사용량을 바탕으로 배출량을 산정하
였다.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에는 1) 현재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을 산정하는 IPCC 1996 GLs Tier2 배출계수(연료별, 설비별), 2) IPCC
2006 GLs Tier2 배출계수(연료별, 설비별), 3) 현재 개발되어 있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연료별, 설비별), 4) IPCC 2006 Tier1 배출계수(연료별), 5)
IPCC 1996 Tier2 배출계수(연료별)를 각각 활용하였다. 배출계수는 부록
B.를 참조한다.
CH4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는 Figure 5.와 같이 나타났다. 배출계수에
따라 배출추이는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배출량이 많게는 2배가량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5. Methane Greenhouse Gas Emissions (tonCO2eq/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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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O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는 Figure 6.과 같이 나타났다. 배출계수에
따라 배출추이는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배출계수인 1996 IPCC GLs의 Tier2 배출계수로 배출량을 산정
한 경우 유연탄의 사용 증가로 인해 2007년 이후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
는 양상을 보였다.

Figure 6. Nitrous Oxide Greenhouse Gas Emissions (tonCO2eq/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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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민감도 분석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IPCC 1996 GLs Tier2 배출계수로
산정한 CH4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각 배출계수 별 CH4 배출량을 대상
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ure 7. 과 같이 나타났다.

Figure 7. Sensitivity Analysis of Methane Emissions by Utility Emission
Factor (1996 Tier 2)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IPCC 1996 GLs Tier2 배출계
수로 산정한 N2O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각 배출계수 별 N2O 배출량을
대상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ure 8. 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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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ensitivity Analysis of Nitrous Oxide Emissions by Utility Emission
Factor (1996 Tier 2)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배출계수는 연료
및 설비 특성을 반영한 1996 IPCC Tier 2 배출계수이므로 2006 IPCC
GLs의 Tier2 배출계수로 산정한 배출량과 비교했을 때 민감도가 가장 적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료 특성만 반영한 Tier 1 배출계수로 산정한 배
출량을 비교했을 때 민감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
에서 개발되어진 국가 고유 배출계수가 민감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다른 배출계수들로 산정한 배출량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배출량이 차
이 났다.
이 외에도 CH4에 비해 N2O가 현재 배출량 대비 민감도가 더 큰 것으
로 나타났으며, N2O의 경우 CH4에 비해 투입된 배출계수에 따라 온실가
스 배출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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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발된 국가 고유 배출계수는 기존 IPCC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를 통해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료 및 설비 특성을
잘 반영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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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최소 요건 도출 - 정성적 연구
Table 3.에서는 Non-CO2 배출계수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최소요건들을
제시하였다.
CH4와 N2O는 발전설비와 연소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전설
비 별 연소방식 별로 구분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해야 한다(IPCC, 2006).
CH4는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며, 설비의 운전조건에 많은 영향
을 받는다(에너지관리공단a, 2014). N2O는 연료가 연소할 때, 연료 중의
질소를 포함한 휘발성분과 연소에 의하여 생긴 NO의 반응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온도에 매우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처리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배출량이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다.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은 연소시설의 배가스에서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배연탈황기술 또는 배연탈질
기술을 사용하는 시설이다. 이 중 CH4과 N2O는 배연탈질시설에 따라 배
출량이 현저히 변하게 되는데, 현재 배연탈질기술의 건식법이 가장 상용
화되어 있다. 이는 선택적 촉매환원법(SCR)과 선택적 비촉매환원법
(SNCR)으로 구분되며, SCR은 CH4와 N2O 발생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
하고, SNCR은 N2O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문헌 분석에서 CH4와 N2O의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
자들을 도출하였으나, 배출계수 개발 시 실제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는
최소요건들만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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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nimum Requirements of Non-CO2 Emission Factor

Properties
CH4
N2O
<General Properties>
Type of boiler or combustion facilities, Type and description of technology applied(Reduction and control technology),
Operating conditions, Fuel type including fuel characteristics(The fuel characteristics for gaseous fuels should include
the net calorific value (NCV) and moral composition), Regional conditions, Size of plant, Age of plant, Maintenance level
Technology

Category
Configuration

Fuel

normal
B-C oil
Residual Fuel Oil
tangential
Diesel Oil
Large Diesel Oil
Kerosene
B-C oil
Engines >600hp
Bituminous
Coal+Kerosene
(447kW)
dry tangential Bituminous Coal+Kerosene
Pulverised
wall
Bituminous Coal
Bituminous
wet
Bituminous
tangential Bituminous Coal+Kerosene
Combustion
Coal+Kerosene
Bituminous Fluidised
Bed Combustor
Gas Fired Gas
LNG
Turbines > 3MW
Boil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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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 installation

SCR or SNCR installation

3.2.3 대표성 결정요인 도출 - 정량적 연구
Non-CO2 배출계수의 개발은 배출시설 별로 이루어져 각 시설별 특징
을 얼마나 잘 반영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각 시설
별 특징을 반영한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3.2.3.1 표본추출방법론의 적용
전력거래소의 “2012년도 발전설비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표본추
출을 실시해보았다. 2012년 가동된 발전소들 중 ‘1A1ai 전력생산’에 해당
하는 국내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발전소 현황은 Table 4.에 제
시하였다.
그 중 발전설비가 구분되지 않은 발전소와 CH4과 N2O를 배출하지 않
은 발전설비는 제외하였으며, 여러 연료를 혼합하여 발전하는 발전설비는
제외하였다. 다만, 국내 발전설비의 가동현황을 살펴보니 주로 유연탄과
등유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형태가 많아 별도 카테고리를 만들어 배출계수
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구분 지었다. 이외에 여러 연료를 혼합했으나 그 사
용량이 전체 연료사용량의 10% 미만인 발전소의 경우에는 90%이상을 차
지하는 연료를 그 발전소의 대표연료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가동된 161개의 발전소 중 135개의 발전소를 전체 모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모집단으로 설정한 화력발전 설비 현황은 Table 4.
와 같다. 발전 설비는 설비기술 별, 연소방식 별로 세분화하여 개발하도록
구분하였으며 IPCC 2006 GLs의 구분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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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ower Plant Status in 2012
Category
Technology
Configuration
normal
Residual Fuel Oil
tangential
Large Diesel Oil
Engines >600hp
(447kW)
dry
tangential
Pulverised
wall
Bituminous
wet
tangential
Combustion
Bituminous Fluidised
Bed Combustor
Gas Fired Gas
Turbines > 3MW
Boilers
Total

(전력거래소, 2013)
Fuel
B-C oil
Diesel Oil
Kerosene
B-C oil
Bituminous Coal+Kerosene
Bituminous Coal+Kerosene
Bituminous Coal
Bituminous Coal+Kerosene
Bituminous Coal+Kerosene
LNG

Number of
N
11
4
45
7
5
10
4
4
24
1
16
4
135

표본추출은 단순임의추출과 층화임의추출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고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계통추출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고 집락추출법은 모집단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론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층화추출에는 층의 크기만을 고려하는 비례배분법, 층과 분산의 크기를
고려하는 네이만배분법, 층과 분산의 크기, 비용을 고려한 최적배분법이
있다. 본 연구는 각 발전소의 시료를 채취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같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층과 분산의 크기를 고려한 네
이만배분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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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추출은 개발하고자 하는 각 설비 별 연소방식 별 배출계수를 대상
으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임의추출은 해당 배출계수 별로 실시하였고,
층화추출은 ‘Large Diesel Oil Engines >600hp (447kW)’과 ‘Pulverised
Bituminous Combustion-Wet configuration’의 두 가지 발전 설비에 대해
2개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는 배출계수 개발 시 내부는 서로 동질적이고 층간에는 서로 이질적
이 되도록 층을 더 세분화할 수 있는 정보가 해당 발전설비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좀 더 세분화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층화가 가능하여 적은 표본 수로도 대표성 있는 배출계수
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대기오염물질처리시설의 여부(SCR
또는 SNCR 등)에 따라 한단계 더 층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정보를
구축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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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단순임의추출 결과
발전설비 별 운전조건 별로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위해 단순임의추출을
실시하여 Table 5. - Table 11. 과 같이 결과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12.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오차범위는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자
가 개발 시간과 비용 등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5%, 10%, 20%, 30%, 50%, 100%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정수로
제시하였다.
단순임의추출을 하면, 1A1ai 전력설비부문의 Non-CO2 배출계수를 개발
하기 위해서는 대상 발전소 135개 중 오차범위에 따라 126, 111, 91, 76,
58, 34개의 발전소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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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 of Simple Random Sampling(Residual Fuel Oil – Normal – B-C Oil)
Margin of error (%)
(95% confidence level)

5
10
20
30
50
100

* 식 (11) 참조

z
1.96
1.96
1.96
1.96
1.96
1.96

S
87,745,211
87,745,211
87,745,211
87,745,211
87,745,211
87,745,211

d
10,569,636.36
21,139,272.73
42,278,545.45
63,417,818.18
105,696,363.64
211,392,727.27

N
11
11
11
11
11
11

n0
264.75
66.19
16.55
7.35
2.65
0.66

n
10.56
9.43
6.61
4.41
2.13
0.62

n(integer)
11
10
7
5
3
1

n
3.98
3.93
3.73
3.44
2.76
1.43

n(integer)
4
4
4
4
3
2

Table 6. Result of Simple Random Sampling(Residual Fuel Oil – Tangential – B-C Oil)
Margin of error (%)
(95% confidence level)

5
10
20
30
50
100

* 식 (11) 참조

z
1.96
1.96
1.96
1.96
1.96
1.96

S
103,590,346
103,590,346
103,590,346
103,590,346
103,590,346
103,590,346

d
6,793,112.50
13,586,225.00
27,172,450.00
40,758,675.00
67,931,125.00
135,86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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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4
4
4
4
4
4

n0
893.33
223.33
55.83
24.81
8.93
2.23

Table 7. Result of Simple Random Sampling(Large Diesel Oil Engines >600hp (447kW))
Margin of error (%)
(95% confidence level)

5
10
20
30
50
100

* 식 (11) 참조

z
1.96
1.96
1.96
1.96
1.96
1.96

S
6,972,554
6,972,554
6,972,554
6,972,554
6,972,554
6,972,554

d
103,642.11
207,284.21
414,568.42
621,852.63
1,036,421.05
2,072,842.11

N
57
57
57
57
57
57

n0
17386.95
4346.74
1086.68
482.97
173.87
43.47

n
56.81
56.26
54.16
50.98
42.93
24.66

n(integer)
57
57
55
51
43
25

Table 8. Result of Simple Random Sampling(Pulverised Bituminous Combustion – Dry – Tangential - Bituminous
Coal+Kerosene)
Margin of error (%)
(95% confidence level)

5
10
20
30
50
100

* 식 (11) 참조

z
1.96
1.96
1.96
1.96
1.96
1.96

S
778,658
778,658
778,658
778,658
778,658
778,658

d
133,019.68
266,039.36
532,078.72
798,118.08
1,330,196.80
2,660,3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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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0
10
10
10
10
10

n0
131.64
32.91
8.23
3.66
1.32
0.33

n
9.29
7.67
4.51
2.68
1.16
0.32

n(integer)
10
8
5
3
2
1

Table 9. Result of Simple Random Sampling(Pulverised Bituminous Combustion – Wet – Wall/Tangential - Bituminous
Coal+Kerosene/Bituminous Coal)
Margin of error (%)
(95% confidence level)

5
10
20
30
50
100

* 식 (11) 참조

z
1.96
1.96
1.96
1.96
1.96
1.96

S
559,578
559,578
559,578
559,578
559,578
559,578

d
126,483.79
252,967.58
505,935.15
758,902.73
1,264,837.88
2,529,675.75

N
24
24
24
24
24
24

n0
75.19
18.80
4.70
2.09
0.75
0.19

n
18.19
10.54
3.93
1.92
0.73
0.19

n(integer)
19
11
4
2
1
1

n
15.45
14.01
10.21
7.03
3.52
1.05

n(integer)
16
15
11
8
4
2

Table 10. Result of Simple Random Sampling(Gas Fired Gas Turbines > 3MW - LNG)
Margin of error (%)
(95% confidence level)

5
10
20
30
50
100

* 식 (11) 참조

z
1.96
1.96
1.96
1.96
1.96
1.96

S
445,756,751
445,756,751
445,756,751
445,756,751
445,756,751
445,756,751

d
41,146,781.25
82,293,562.50
164,587,125.00
246,880,687.50
411,467,812.50
822,935,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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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6
16
16
16
16
16

n0
450.85
112.71
28.18
12.52
4.51
1.13

Table 11. Result of Simple Random Sampling(Boilers - LNG)
Margin of error (%)
(95% confidence level)

5
10
20
30
50
100

* 식 (11) 참조

z
1.96
1.96
1.96
1.96
1.96
1.96

S
38,401,525
38,401,525
38,401,525
38,401,525
38,401,525
38,401,525

d
7,753,962.50
15,507,925.00
31,015,850.00
46,523,775.00
77,539,625.00
155,079,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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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4
4
4
4
4
4

n0
94.22
23.56
5.89
2.62
0.94
0.24

n
3.84
3.42
2.38
1.58
0.76
0.22

n(integer)
4
4
3
2
1
1

Table 12. Result of Simple Random Sampling (total)

Category
Margin of error (%) (95% confidence level)
normal
Residual Fuel Oil
B-C oil
tangential
Diesel Oil
Large Diesel Oil
Kerosene
Engines >600hp
(447kW)
B-C oil
dry tangential Bituminous Coal+Kerosene
wall Bituminous Coal+Kerosene
Pulverised Bituminous
Combustion
wet
Bituminous Coal
tangential
Bituminous Coal+Kerosene
Bituminous Fluidised
Bituminous Coal+Kerosene
Bed Combustor
Gas Fired Gas
LNG
Turbines > 3MW
Boilers
LNG
Total
- 54 -

5
11
4

Number of n (Integer)
10
20
30
50
10
7
5
3
4
4
4
3

100
1
2

57

57

55

51

43

25

10

8

5

3

2

1

23

12

5

2

1

1

1

1

1

1

1

1

16

15

11

8

4

2

4
126

4
111

3
91

2
76

1
58

1
34

Remarks

Random
sampling

3.2.3.3 층화임의추출 결과
발전설비 별 운전조건 별로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위해 ‘Large Diesel
Oil Engines >600hp (447kW)’과 ‘Pulverised Bituminous Combustion Wet configuration’의 두 가지 발전 설비에 대해 2개 이상의 층으로 나누
어 층화임의추출을 실시하였다. 이에 Table 13. 와 Table 14. 과 같은 결
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Table 15.에 결과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오차범위는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자가 개발 시간과 비용 등 시료채취
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5%, 10%, 20%, 30%, 50%,
100%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정수로 제시하였다.
층화임의추출을 하면, 1A1ai 전력설비부문의 Non-CO2 배출계수를 개발
하기 위해서는 대상 발전소 135개 중 오차범위에 따라 98, 83, 59, 46, 32,
24개의 발전소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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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esult of stratified random sampling (Large Diesel Oil Engines >600hp (447kW))
Nh
Diesel Oil
45
Kerosene
7
B-C Oil
5
57
Margin of error (%)
(95% confidence level)
5
10
20
30
50
100

* 식 (12) 참조

Xh
642,733
4,125,714
12,069,800
2,072,842

Sh
1,707,421
3,950,241
21,675,996
6,972,554

D
2796148996
11184595984
44738383937
1.00661E+11
2.79615E+11
1.11846E+12

CV
2.66
0.96
1.80
-

Nh*Sh
76,833,952.21
27,651,689.02
108,379,978.80
212,865,620.03

n
17.44
17.26
16.57
15.54
12.95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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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h^2
131,187,915,818,182
109,230,843,666,667
2,349,243,961,000,000
2,589,662,720,484,850.00

n(integer)
32
30
23
19
15
13

Table 14. Result of stratified random sampling (Pulverised Bituminous Combustion_wet_wall/tangential_Bituminous
Coal+Kerosene/Bituminous Coal)
wall_Bituminous Coal+Kerosene
tangential_Bituminous Coal
tangential_Bituminous Coal+Kerosene
Margin of error (%)
(95% confidence level)
5
10
20
30
50
100

* 식 (12) 참조

Nh
4
4
24
32

Xh
2,458,863
1,901,096
2,529,676
2,442,252

Sh
373,828
52,259
559,578
538,375

D
3881581341
15526325366
62105301462
1.39737E+11
3.88158E+11
1.55263E+12

CV
0.15
0.03
0.22
-

n
18.99
9.55
3.20
1.52
0.56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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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h
Nh*Sh^2
1,495,313.35
558,990,505,732
209,036.40
10,924,054,220
13,429,860.92 7,515,048,513,567
15,134,210.67 8,084,963,073,518.80

n(integer)
20
11
5
4
3
3

Table 15. Result of stratified random sampling (total)

Category
Margin of error (%) (95% confidence level)
normal
Residual Fuel Oil
B-C oil
tangential
Diesel Oil
Large Diesel Oil
Kerosene
Engines >600hp
(447kW)
B-C oil
dry tangential Bituminous Coal+Kerosene
Pulverised Bituminous
wall Bituminous Coal+Kerosene
Combustion
wet tangential
Bituminous Coal
Bituminous Coal+Kerosene
Bituminous Fluidised
Bituminous Coal+Kerosene
Bed Combustor
Gas Fired Gas
LNG
Turbines > 3MW
Boilers

Total

LNG

- 58 -

5
11
4

Number of n (Integer)
10
20
30
50
10
7
5
3
4
4
4
3

100
1
2

Random
sampling

32

30

23

19

15

13

Stratified
sampling

10

8

5

3

2

1

20

11

5

4

3

3

Random
sampling
Stratified
sampling

1

1

1

1

1

1

16

15

11

8

4

2

4
98

4
83

3
59

2
46

1
32

1
24

Remarks

Random
sampling
Random
sampling
Random
sampling

3.2.3.4 단순임의추출과 층화임의추출 결과의 비교

Figure 9.
3)

Comparison of sampling results3)

‘1A1ai 전력생산’ 부문 배출계수 개발 시 전체 필요 표본 수(임의추출 및 층화추출 시 비교)

Figure 9. 와 같이 단순임의추출과 층화임의추출의 두 가지 방법으로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전체 표본수를 산정해본
결과 층화임의추출을 실시했을 때 오차범위에 따라 10~30개의 적은 표본
수로도 배출계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화임의추출 시에는 산정된 결과 값을 해당 계층별로 재분배하여 필요
표본 수를 정수로 제시함에 따라 실제 산정된 값보다 필요 표본 수가 많
이 필요했다.
‘Large Diesel Oil Engines >600hp (447kW)’는 단순임의추출할 때와
달리 현저히 낮은 표본수가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Pulver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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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uminous Combustion - Wet configuration’의 경우에는 오차범위가
20%이상으로 증가하면 계층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오히려 단순임
의추출보다 더 많은 표본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층화임의추출이 무조건 적으로 적은 표본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
이라기보다는 계층 간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적은 표본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발전소의 시료 채취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처럼
층화추출법을 이용하면 적은 시료로도 좀 더 신뢰성 있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발전설비 별 연소방식
별로 세분화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신뢰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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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국가 고유 배출계수 개발 현황 진단
현재 개발되어 있는 Non-CO2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최소요건과
대표성을 잘 갖추어 개발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
해 살펴보았다.
Non-CO2의 경우 현재 개발된 배출계수는 연소방식을 상세히 구분하여
개발하여 연소방식 별로는 매우 자세한 배출계수가 개발된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현재 개발된 배출계수는 연료 별 연소방식 별로 개발되어 있
으며, 발전설비 별 연소방식 별로 개선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방지설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설치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하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설비의
용량이나 사용기간에 따른 노후화의 정도, 유지관리수준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들을 반영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대표성 측면에서는 층화추출방법을 도입하여 단순임의추출법에 비해 표
본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 개발되어 있었다. 다만, 층화추출의 모집단을
에너지부문 전체로 설정하여 시설별로 대표성 있는 배출계수를 개발했다
고 보기는 어려웠다. 무엇보다 월별/분기별 고려 없이 시료채취를 1회만
실시한 점은 보완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신뢰성 있는 국가 고유 Non-CO2 배출계수 개발을 위해서는 발전설비
현황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제
시되고 있는 “발전설비현황”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료의 구분은 발전
소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연료와는 차이가 있으며, 각 발전소가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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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혼합된 연
료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상당수의 발전소는 유연탄과 등유를 혼
합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 혼합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있다. 유연탄과 등유
의 경우 연료별 CH4, N2O 배출계수가 2~3배가량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러
한 연료 사용을 반영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전설비 별 운전방식 별로 발전설비들을 재구분하여 배출계수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IPCC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 및
기타 다른 배출계수 개발을 검토해본 결과 Non-CO2 배출량에 영향을 미
치는 인자와 요인이 발전설비와 운전방식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배출계
수를 개발하고 있었다. 물론 발전설비 별 운정방식 별 연료 별로 세분화
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한다면 좀 더 상세한 배출계수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배출계수 개발 대상을 재분류한다면 재분류한 대상을 모집단으
로 하여 표본수를 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부문 전체의 단일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설비 별 운전방식 별 개
별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본수 산정은 층화추출방법론을 이용한다면 발전소 세부 특성
을 반영하면서도 더 적은 표본수로 배출계수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층화추출은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처리시설 현황이나 운전방식에 대한 상
세한 자료를 및 설비의 용량이나 사용기간에 따른 노후화의 정도, 유지관
리수준에 대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보다
더 세분화하여 층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매 년 달라지는 발전소의 연료 사용량을 고려하여 배출 추이
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발전소 설비 용량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계수를 개발하는 방법도 고찰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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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고찰
에너지 고정연소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관련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종류(CO2 및 Non-CO2)별로 배출계수에 영향을 미치
는 여러 가지 인자와 대표성 결정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
개발되어 있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 현황에 대해 고찰하였다. CO2는 에너
지 고정연소 부문을 대상으로 하였고, Non-CO2는 전력생산(발전소)부문
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Non-CO2에서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배출계수
들을 모두 사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배출계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표본조사방법론 중 층화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실제 발전소의 배출계수 개발을 위해 필요한 표본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각 국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현황과 우리나라 고유
배출계수 개발 현황을 고찰해 볼 수 있었다. 주요 선진국들은 각 국의 신
뢰성 있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
여 활용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배출량 비중이 높고 개발 방법이 명확한
CO2 배출계수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었으며, Non-CO2 배출
계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요 개발방법론과 검증절차 등 타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개발된 배출계수에 대
한 연구가 발표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배출계수를 검증하여 등록 관리
해 주고 있는 IPCC EFDB에서 조차도 구체적은 개발 사례에 대해 제시
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특히 Non-CO2 배출계수 개발을 위해서는 발전소
의 발전설비현황과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설비와 기술 수준을 가늠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국내의 경우 CO2 배출계수는 개발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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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Non-CO2 배출계수는 좀 더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CO2 배출계수의 경우에는 각 연료 별 특성을 반영한 배출계수 개발이
중요하며 탄소함량과 발열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연료 별 생산지 또는 수입산지를 고려하여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시장점유율을 반영하여 배출계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Non-CO2 배출계수는 발전설비와 연소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전설비 별 연소방식 별로 구분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해야 하며, 대기오
염물질처리시설 설치 여부를 반영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세분화 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적
은 표본 수로도 좀 더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할 수 있도
록 층화추출을 실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CO2 및 Non-CO2별로 배출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
자와 대표성 결정요인을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현 국가 고유 배
출계수를 진단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CO2의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연료 별 특성을 잘 반영하여 배
출계수를 개발하였다. 다만, 시료를 채취함에 있어 연료 별 탄소함량과 발
열량이 다를 수 있는 생산지나 수입산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료를 채취하여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표성의 측면에서는 연료별로 해당 자료의 시간범위의 일치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나 석유의 경우 1년 분석결과가 5년을 대표, 가스/석탄은 3
년 분석결과가 5년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좀 더 확보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시장점유율을 반영하여 배출계수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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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해 신뢰성 있는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한 해의 시장점유율을 반영하기 보다는 시장점유율
추이를 반영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하면 좀 더 신뢰성 있는 배출계수가 될
것이다.
Non-CO2의 경우 현재 개발된 배출계수는 연소방식을 상세히 구분하여
개발하여 연소방식 별로는 매우 자세한 배출계수가 개발된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현재 개발된 배출계수는 연료 별 연소방식 별로 개발되어 있
어 발전설비 별 연소방식 별로 개선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방지설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설치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하지 않
은 점은 향후 개선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설비의
용량이나 사용기간에 따른 노후화의 정도, 유지관리수준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들을 반영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대표성 측면에서는 층화추출방법을 도입하여 단순임의추출법에 비해 표
본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 개발되어 있었다. 다만, 층화추출의 모집단을
에너지부문 전체로 설정하여 시설별로 대표성 있는 배출계수를 개발했다
고 보기는 어려웠다. 무엇보다 월별/분기별 고려 없이 시료채취를 1회만
실시한 점은 보완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신뢰성 있는 국가 고유 Non-CO2 배출계수 개발을 위해서는 발전설비
현황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제
시되고 있는 “발전설비현황”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료의 구분은 발전
소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연료와는 차이가 있으며, 각 발전소가 단일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혼합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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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상당수의 발전소는 유연탄과 등유를 혼
합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 혼합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있다. 유연탄과 등유
의 경우 연료별 CH4, N2O 배출계수가 2~3배가량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러
한 연료 사용을 반영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전설비 별 운전방식 별로 발전설비들을 재구분하여 배출계수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IPCC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 및
기타 다른 배출계수 개발을 검토해본 결과 Non-CO2 배출량에 영향을 미
치는 인자와 요인이 발전설비와 운전방식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배출계
수를 개발하고 있었다. 물론 발전설비 별 운전방식 별 연료 별로 세분화
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한다면 좀 더 상세한 배출계수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배출계수 개발 대상을 재분류한다면 재분류한 대상을 모집단으
로 하여 표본수를 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부문 전체의 단일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설비 별 운전방식 별 개
별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본수 산정은 층화추출방법론을 이용한다면 발전소 세부 특성
을 반영하면서도 더 적은 표본수로 배출계수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층화추출은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처리시설 현황이나 운전방식에 대한 상
세한 자료를 및 설비의 용량이나 사용기간에 따른 노후화의 정도, 유지관
리수준에 대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보다
더 세분화하여 층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매 년 달라지는 발전소의 연료 사용량을 고려하여 배출 추이
를 반영할 수 있는 배출계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고찰해 보아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향후 개발될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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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불확도를 감소하는 데에 기여하
며 국제 수준의 인벤토리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에서 다루고 있는 에너지 고정연소부문을 다른 부문에도 확대 적용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배출계수의 개발·검증·평가의 척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 배출계수를 개발해 그 배출계수의 정확성을
고찰해 보지는 못한 한계점이 있다. 다만,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단계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음에 따라 앞으로의 배출계수 개발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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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CO2 배출계수
Table. Carbon Emission Factors
연료

석유

석탄

원유
오리멀젼
액상천연가스 (NGL)1)
휘발유
항공유2)
보일러 등유
실내 등유
Shale Oil
경유
경질중유(B-A)
중유(B-B)
중질중유(B-C)
부생연료 1호
부생연료 2호
프로판
부탄
에탄올
납사
아스팔트
윤활유
석유 코크
용제
정제 가스3)
기타 석유
국내 무연탄
수입무연탄 (연료탄)
수입무연탄 (원료탄)
유연탄(원료탄)
유연탄(연료탄)
아역청탄
갈탄
Oil shale
토탄
BKE & Paten Fuel

단위: t C/TJ
(GIR, 2014; IPCC, 1996; IPCC, 2006)
국가고유 IPCC
IPCC 국가고유
계수
1996 (‘07~’11) 계수
2006
(‘12)
20.0
20
22.0
21
17.2
17.5
18.9
19.7
20.0
18.9
19.5
19.6
19.8
19.1
19.6
19.5
19.6
19.6
19.6
19.5
19.6
19.6
20.0
20.0
20.2
20.0
20.2
20.2
20.8
20.2
20.4
20.8
20.6
20.5
20.8
20.8
20.6
21.1
19.7
21.0
17.2
17.6
17.6
17.2
18.1
18.1
16.8
16.8
20.0
18.6
19.2
20.0
22.0
21.5
21.6
22.0
20.0
19.7
19.9
20.0
27.5
27.2
27.2
26.6
20.0
19.4
19.3
15.7
15.7
20.2
20
26.8
29.7
30.5
26.8
26.8
26.8
28.6
26.8
26.8
26.8
29.2
25.8
26.2
25.8
25.8
25.9
26.0
25.8
26.2
29.3
26.2
26.2
27.6
27.6
29.1
29.1
28.9
28.9
25.8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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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ke Oven/Gas Coke
Coke Oven Gas
Blast Furnace Gas
가스
천연가스(LNG)
도시가스(LNG)
도시가스(LPG)
고체바이오매스
바이오
액체바이오매스
매스
기체바이오매스
주) 국가고유 배출계수는 2007년 이후
1996 IPCC GL 기본값을 적용

29.5
13.0
66.0
15.3
15.3
17.2
29.9
20.0
30.6
배출량부터

1)액상천연가스(NGL)은 컨덴세이트를 포함
2)항공유는 Jet A-1, JP-4, JP-8 등을 포함하여

15.4
15.3
15.4
15.3
17.6
17.6
사용 가능하며 그

29.2
12.1
70.8
15.3
30.5
19.3
14.9
이전에는

항공용 휘발유(AVI-G)는 휘발유

의 계수 적용
3)정제가스는 2006 IPCC GL값을 참조
4)제시되지 않은 석유류의 배출계수는 기타 석유류의 값을 준용
5)석유코크는 ‘12년 발열량 기준의 국가고유 계수가 없으므로 ’06년 발열량 기준
의 국가고유 계수 준용
- 기타 전환계수, 탄소몰입률, 연료별 산화율은 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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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Non-CO2 배출계수
- IPCC 1996 GLs Tier 2 배출계수
Table. Utility Boiler Source Performance (IPCC, 1996)

Table 1-15
UTILITY BOILER SOURCE PERFORMANCE
Emission Factors (kg/TJ energy
input)
NM
Basic Technology
Configuration CO CH4 NOx N2O VOC
s
Coal
Dry Bottom, wall 9 0.7 380 1.6 NAV
Pulverised Bitumonous fired
Dry Bottom,
Combustion
tangentially fired 9 0.7 250 0.5 NAV
Wet Bottom
9 0.9 590 1.6 NAV
Bituminous Spreader With and without 87 1.0 240 1.6 NAV
Stokers
re-injection
Bituminous Fluidised Circulating Bed
310 1.0 68 96 NAV
Bubbling
Bed
310 1.0 270 96 NAV
Bed Combustor
Bituminous Cyclone
9 0.2 590 1.6 NAV
Furnace
Anthracite Stokers
10 NAV 160 NAV NAV
Anthracite Fluidised
5.2 NAV 31 NAV NAV
Bed Combustor
Anthracite Pulverised
310 NAV NAV NAV NAV
Coal Boilers
Dry Bottom,
Pulverised Lignite
tangentially fired NAV NAV 130 NAV NAV
Dry Bottom, wall 45 NAV 200 NAV NAV
Combustion
fired
Lignite Cyclone
NAV NAV 220 NAV NAV
Furnace
Lignite Spreader
NAV NAV 100 NAV NAV
Sto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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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ite Atmospheric
Fluidised Bed
Oil
Residual Fuel Oil/Shale Normal Firing
Tangential Firing
Oil
Normal Firing
Distillate Fuel Oil
Tangential Firing
Distillate Fuel
Gasesous Turbines
Large Diesel Fuel
Engines>600hp(447kW)
Natural Gas
Boilers
Large Gas-Fired Gas
Turbines>3MW
Large Dual-Fuel
Engines
Municipal Solid Waste (MSW)
Mass Burn Waterwall
Combustors (a)
MSW-Mass Feed
Source : US EPA (1995).
(a)Adapted from Radia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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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NAV

63

42

NAV

15 0.9 200 0.3 NAV
15 0.9 130 0.3 NAV
16 0.9 220 0.4 NAV
16 0.9 140 0.4 NAV
21 NAV 300 NAV NAV
350 4.0 1300 NAV NAV
18 0.1(a) 250 NAV NAV
46
6 190 NAV NAV
340 240 1300 NAV NAV
22
98

NAV 170 NAV NAV
NAV 140 NAV NAV

- IPCC 2006 GLs Tier 2 배출계수
Table. Utility Source Emission Factors (IPCC, 2006)

UTILITY SOURCE EMISSION FACTORS
Emission factors 1
(kg/TJ energy input)
Basic technology
Configuration
CH4
N 2O
Liquid Fuels
Normal Firing
r 0.8
0.3
Residual Fuel Oil/Shale Oil
Boilers
Tangential Firing
r 0.8
0.3
Normal Firing
0.9
0.4
Gas/Diesel Oil Boilers
Tangential Firing
0.9
0.4
Large Diesel Oil
4
NA
Engines>600hp(447kw)
Solid Fuels
Dry Bottom, wall fired
0.7
r 0.5
Pulverised Bituminous
Dry Bottom,
0.7
r 1.4
Combustion Boilers
tangentially fired
Wet Bottom
0.9
r 1.4
Bituminous Spreader Stoker
With and without
1
r 0.7
Boilers
re-injection
Circulating Bed
1
r 61
Bituminous Fluidised Bed
Combustor
Bubbling Bed
1
r 61
Bituminous Cyclone Furnace
0.2
1.6
Lignite Atmospheric Fluidised
NA
r 71
Bed
Natural Gas
Boilers
r1
n1
Gas-Fired Gas Turbines>3MW
r4
n1
Large Dual-Fuel Engines
r 258
NA
Combined Cycle
n1
n3
Peat
Bed
n3
7
Peat Fluidised Bed Combustor2 Circulating
Bubbling Bed
n3
3
Bio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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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Wood Waste Boilers3
n 11
n7
Wood Recovery Boilers
n1
n1
1 Source: US EPA, 2005b except otherwise indicated. Values were originally based
on gross calorific value; they were converted to net calorific value by assuming
that net calorific values were 5 per cent lower than gross calorific values for
coal and oil, and 10 per cent lower for natural gas. These percentage
adjustments are the OECD/IEA assumptions on how to convert from gross to
net calorific values.
2 Source: Tsupari et al, 2006.
3 Values were originally based on gross calorific value; they were converted to net
calorific value by assuming that net calorific value for dry wood was 20 per
cent lower than the gross calorific value (Forest Product Laboratory, 2004).
NA, data not available.
n indicates a new emission factor which was not present in the IPCC 1996
Guidelines
r indicates an emission factor that has been revised since the IPCC 1996

Guidelines

- 현재 개발되어 있는 발전설비(발전소 부문) 국가 고유 배출계수
Table. National Emission Factor in Power Plant(에너지관리공단, 2014a)

2006 IPCC
가이드라인 설비자료
기준
전력생산
(1A1a1)

연료종류
Opposed-wall Firing
Firing
B-C oil Front-wall
Tangential Firing
Internal Engine
Tangential
Firing
발전용
LNG
Combined
Cycle
보일러
CFBC
Anthracite
Arch-Firing
Opposed-wall Firing
Bituminous Tangential Dry
Wet
F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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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국가 배출계수
(kg-GHG/TJ)
CH4
N2O
0.076
3.459
0.089
1.894
0.155
1.039
0.070
13.440
0.194
1.584
0.090
1.412
0.166
1.754

- IPCC 1996 GLs Tier 1 배출계수
Table. Non-CO2 Emission Factors (IPCC, 1996)
Category
Fuel
CH4(kg/TJ) N2O(kg/TJ)
석탄
1
1.4
석유
3
0.6
천연가스,
LNG
1
0.1
에너지 고정연소
정제
가스,
LPG*
1
0.1
(1A1, 1A2, 1A4)
목재/폐목재
30
4
목탄
200
4
기타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30
4

- IPCC 2006 GLs Tier 1 배출계수
Table. Non-CO2 Emission Factors (IPCC 2006)
Category
Fuel
CH4(kg/TJ) N2O(kg/TJ)
석탄
1
1.5
석유
3
0.6
천연가스,
LNG
1
0.1
에너지 고정연소
정제
가스,
LPG*
1
0.1
(1A1, 1A2, 1A4)
목재/폐목재
30
4
목탄
30
4
기타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30
4
- 기타 전환계수, 탄소몰입률, 연료별 산화율은 IPCC 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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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 Factor
related to Representative Determinants and Minimum
Requirements
– Focus on Stationary Combustion in Energy Sectors
Shin eunseop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accuracy of the GHG emission factor and development of country-specific emission
factors which are reflected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is essential to develop an
accurate GHG emission factor.
The Stationary combustion in Energy sectors which take 73.4% of national GHG
is a major source of GHG emissions. GHG emissions show different patterns by
country because of the differences of fuel, equipment efficiency, and combustion
technology. Methods for the types of GHG (such as CO2 amd Non-CO2) emission
factor is need to be developed, and reasonable sample size is needed to be calculated
to reduce time and cost.
In this study, researches of GHG emission factors regarding to the development of
stationary combustion in energy secter were analyzed. With the results of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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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determinants and minimum requirements which affect the emission
factors were derived, and country-specific emission factors of Korea were also
investigated. CO2 and Non-CO2 were intended for stationary combustion in energy
sector and electricity power plant, respectively.
The overall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mprove reliability of country-specific
emission factors and estimate accurate GHG inventory.

.......................................................................................................................................
Key words; Emission Factor, G reenhouse G as (G HG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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