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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온실가스 배출추이와 시사점

기후변화연구실 노동운 선임연구위원(dwroh@keei.re.kr)

▶ 연료연소에 의한 2013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2년 대비 2.2% 증가한 약 322억tCO2에 이르

렀으며, 증가 속도는 둔화하고 있는 추이임.

▶ 선진국의 배출량은 정체되었으며, 개도국의 배출량이 증가하여 선진국의 배출량을 상회하였음. 에너지

부문과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진국이 높

지만 GDP당 배출량은 개도국이 높은 수준임.

▶ 1990년 이후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은 온실가스 배출증가에 기여한 반면, 에너지 집약도와 에너지의 이산

화탄소 집약도는 선진국의 배출감소에, 그리고 에너지 집약도는 개도국의 배출 감소에 각각 기여했음.

▶ 선진국에서는 1990년 이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낮아 경제성장과 

온실가스의 탈동조화가 나타나고 있음.

▶ 지구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저탄소 사회 구축이 필수적이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파리협정은 저

탄소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개도국의 경우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저탄소 연

료 사용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이 필요함.

▶ 파리협정에서는 각국이 장기 저탄소 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장기 저탄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1.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 추이

¡ 주로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특히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증가로 지구의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등하고 있음.

‒ 2014년 세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397ppm으로서 산업화 이전(280ppm) 대
비 42% 상승한 수준임.

‒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근 10년 동안 매년 2ppm의 속도로 빠르게 상승

했으며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의 농도도 크게 상승했음.

¡ 이산화탄소 농도 급등에는 에너지 사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농업부문의 

가축과 벼 재배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 산업공정부문의 불화가스 및 

아산화질소 배출도 요인으로 작용했음(IPCC 5차 평가보고서).

‒ 201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CO2, CH4, N2O)에서 에너지부문(연료연소, 탈루 

배출)이 68%, 산업공정이 7%, 농업부문이 11%, 기타부문이 14%를 차지했음.

※ 비농업부문 배출: 바이오매스 연소, 토탄 부패, NOx, NH2, 폐기물, 솔벤트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아산화질소 배출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 급등, 에너지 
사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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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A(2015), Key Trends in CO2 Emissions

‒ 2010년의 에너지부문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종류별로 구분하면 이산화

탄소가 90%, 메탄가스가 9%, 아산화질소가 1%를 차지하고 있음.

※ 에너지부문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부속

서I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인위적인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2010년) >

¡ 경제성장에 따른 화석연료의 소비증가가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증가의 주

요인으로 작용함.

‒ 1971년과 2013년 기간에 세계의 1차에너지 소비(TPES)는 약 150% 증가했는

데, 소비 증가의 대부분은 화석연료가 차지했음.

< 세계 1차에너지 소비 추이(1971년, 2013년) >

(단위: 10억TOE)

자료 : IEA(2015), Key Trends in CO2 Emissions

‒ 1차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하락(86%에서 82%)하
고 비화석에너지 비중이 소폭 상승(14%에서 18%)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량 

측면에서 화석연료 소비증가가 지배적임.

“경제성장에 따른 
화석연료 소비 
증가가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증가의 주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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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산업화 이전의 무배출에서 2013년
에 연간 322억tCO2까지 증가했음.

<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1970~2011년) >

(단위: 10억tCO2)

자료 : IEA(2015), Key Trends in CO2 Emissions

2. 2013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 연료연소에 의한 2013년의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2년 대비 2.2% 증가

한 약 322억tCO2에 이르렀으며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추이임.

‒ 2013년의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비부속서 국가의 석탄과 석유의 사용 증가

로 2012년 대비 7억 tCO2(2.2%)증가한 321억 8,970만 tCO2에 이르렀음.

‒ 2013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2.2%)은 2012년 증가율(0.6%) 보다는 높지

만 2000년 이후의 증가율(2.5%)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

¡ 부속서 I 국가와 OECD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정체 혹은 소폭 증가한 반

면, 비부속서 I 국가와 비OECD 국가의 배출량은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음.

‒ 부속서 I 국가는 석유사용 감소로 인한 배출량 감소(-1.1%)와 천연가스 사용 증

가로 인한 배출량 증가(1.4%)로 전체 배출량은 정체했으나, 비부속서 I 국가의 

배출량은 2012년 대비 4.0% 증가했음(2012년 증가율은 2.8%).

‒ OECD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4% 증가에 그친 반면, 비OECD 국가의 배

출량은 3.5% 증가했음.

‒ 상위 7개 다배출 국가에서 우리나라(-0.5%)와 러시아(-0.4%)의 배출량은 감소

한 반면, 중국(5.4%), 미국(1.7%), 인도(5.0%), 일본(1.5%), 독일(2.0%)의 배출

량은 증가했고, 특히 중국과 인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음.

“2013년 
연료연소에 의한 
세계 CO2 배출량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점차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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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0 2010 2012 2013
기간 증감율(%)

90/13 12/13

세계 20,623 23,322 29,838 31,491 32,190 56.1 2.2

기후

협약

부속서 I 13,724 13,560 13,227 12,879 12,880 -62 -

비부속서 I 6,268 8,908 15,485 17,516 18,211 190.5 4.0

OECD
OECD 11,006 12,447 12,306 11,990 12,038 9.4 0.4

비OECD 8,987 10,021 16,406 18,405 19,053 112.0 3.5

상위

다배출 

7개

국가

중국 2,184 3,259 7,095 8,519 8,977 311.1 5.4

미국 4,802 5,643 5,356 5,032 5,120 6.6 1.7

인도 534 892 1,697 1,780 1,869 249.9 5.0

러시아 2,163 1,474 1,529 1,551 1,543 -28.7 -0.4

일본 1,049 1,157 1,127 1,217 1,235 17.7 1.5

독일 940 812 759 745 760 -19.2 2.0

한국 232 432 561 575 572 147.0 -0.5

자료 : IEA(2015),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 연료연소에 의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

(단위: 백만 tCO2)

¡ 2013년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료별 배출량으로 구분하면 석탄연소 배출비중이 

46%에 달함. 

‒ 석탄은 2013년 세계 1차에너지 소비의 29%를 차지하고 있지만 높은 탄소함량

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2002년 이후 비부속서 I 국가의 석탄소비가 급증하면서 석탄소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유소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회했음.

‒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석탄과 석유는 각각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석유에서의 배출이 석탄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를 차지했음(부
속서 I 국가에서는 석유, 비부속서 I 국가에서는 석탄이 가장 큰 비중).

‒ 2002년 이후, 비부속서 I 국가의 석탄 소비 증가로 석탄에서 발생된 배출량 비

중이 2002년 40%에서 2013년에는 46%로 상승한 반면 석유의 배출 비중은 

39%에서 33%로 하락했음(천연가스는 20% 수준 유지).

‒ 2013년에 석탄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3.4% 증가하여 

148억 tCO2에 이르렀는데 이는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 급증과 석탄자원을 가

지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석탄소비 증가 때문임. 

“2013년도 연료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석탄의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5호 2016.2.5  7

< 세계 이산화탄소의 연료별 비중 추이 >

자료 : IEA(2015),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 2013년의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역 및 국가별로 살펴보면, 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부속서 I 국가와 비OECD 국가의 비중이 부속서 I 국가와 OECD 국가

의 비중보다 높으며 배출량 상위 10개 국가가 세계 배출량의 67%를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6.6%를 비부속서 I 국가가 차지하고 있으

며, 비OECD 국가도 59.2%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개도국의 배출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임.

‒ 부속서 I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128억 7,970만tCO2)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

출량의 40.0%, 비부속서 I 국가의 배출량(182억 1,080만tCO2)은 56.6%를 차지

하고 있음(나머지 3.4%인 10억 9,920만tCO2는 국제 해운 및 항공이 차지).

‒ OECD 국가의 배출량(120억 3,770만tCO2)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4%, 
비OECD 국가의 배출량(190억 5,290만tCO2)은 59.2%를 차지하고 있음(나머지

는 3.4%는 국제 해운 및 항공이 차지).

‒ 비부속서 I 국가의 배출량이 부속서 I 국가의 배출량을 상회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이며 비OECD 국가의 배출량이 OECD 국가의 배출량을 상회하기 시작

한 것은 2005년임.

¡ 2013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다 배출국인 중국(세계 

배출량의 28%), 미국(16%)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개국이 67%를 차지하고 있음.

‒ 세계 상위 10개 다배출 국가 순위는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한국, 
캐나다, 이란, 사우디이며 이들 10개국의 배출량은 216억tCO2으로, 세계 배출량

의 67%를 차지했음.

‒ 상위 다배출 10개국은 5개의 부속서 I 국가(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캐나다)와 

“국가별로는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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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비부속서 I 국가(중국, 인도, 한국, 이란, 사우디)임.

‒ 2012년 대비 부속서 II 유럽 국가(-2.0%)와 부속서 I 경제전환국가(동유럽, 
-1.6%)의 배출량은 감소했으나 아프리카(1.9%), 부속서 I 북미국가(1.8%), 중동지

역(1.6%), 부속서 I 오세아니아(1.2%)의 배출량은 소폭 증가했음. 

< 상위 다배출 10개 국가의 배출량(2013년) >

자료 : IEA(2015),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 2013년 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을 부문별로 구분하면 에너지생산(발전, 열생산)과 

수송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두 부문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

‒ 2013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에너지생산(발전, 열생산)이 42%, 수송부문

이 23%, 산업부문이 19%, 가정부문이 6%, 서비스부문이 3%, 기타부문(농업/
임업, 발전과 열 이외의 에너지 생산)이 7%를 차지했음.

‒ 에너지생산부문의 배출량 비중이 높은 것은 발전과 열생산이 석탄에 집중적으

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호주, 중국, 인도,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력과 

열 생산의 2/3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음.

¡ 2013년의 에너지부문(발전과 열생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2.1% 
증가하여 전체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2.2%)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음. 

‒ 전력과 열 생산에서 사용된 연료에서 석유의 비중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했으며, 가스의 비중은 소폭 상승했으며 석탄의 비중은 66%에서 72%로 대폭 상승

했음.

‒ 1990년 이후 2013년까지 발전과 열생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거의 2배 

증가했는데 이는 석탄사용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임. 

“부문별로는 
에너지생산과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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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2013년) >

자료 : IEA(2015), Key Trends in CO2 Emissions

¡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발전부문(열생산 제외)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50% 증
가했는데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감소한 반면, 아시아의 선진국과 개도국에서는 

모두 증가했음.

‒ 북미지역 선진국(부속서II)의 발전부문 배출량은 발전효율 개선, 석탄에서 천연

가스로의 연료전환, 무탄소 전력생산 비중의 상승으로 인해 감소했음.

‒ 유럽지역 선진국(부속서II)의 발전부문 배출량 역시 화력발전 전력생산량 비중 

축소(2000년~2013년, 20% 감소) 및 발전효율 개선으로 감소했음.

‒ 반면, 화력발전의 전력생산 증가로 아시아지역 선진국(부속서II 국가)의 발전부

문 배출량이 증가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2011년 후쿠시마 지진으로 대규모의 

화석연료 발전량이 증가한 일본에서 나타났음.

‒ 비부속서 I 국가에서는 전력생산 증가로 인해 발전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

가했는데, 2000년 이후 중국의 전력생산은 4배 이상, 나머지 아시아 지역에서도 

2배 이상 증가했음.

< 전력과 열생산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1990, 2013년) >

    자료 : IEA(2015), Key Trends in CO2 Emissions

 

“2000~2013년 기간 
내 발전부문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50% 증가”

“북미‧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감소하였고, 아시아 
선진국 및 
개도국에서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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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도로교통의 배출량 증가에 의해 유발되었으며, 
1990년 대비 68% 증가하여 2013년에는 수송부문 배출의 3/4을 차지했음.

‒ 국제운송에 대한 배출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에 비해 2013년에 해운부

문의 배출량은 64%, 항공부문의 배출량은 90% 증가하여 항공부문은 도로부문

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을 상회했음.

<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1990, 2013년) >

자료 : IEA(2015), Key Trends in CO2 Emissions

¡ 2013년 세계의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52 tCO2으로서, 선진국

(OECD)의 배출량이 개도국(비OECD)의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1990년 이

후 감소하고 있음.

‒ 2013년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국가별로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

반적으로 OECD의 배출량(평균 9.55 tCO2)이 비OECD의 배출량(3.25 tCO2)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임.

‒ OECD 국가에서 룩셈부르크(17.93 tCO2), 호주(16.7 tCO2), 미국(16.18 tCO2), 
캐나다(15.26 tCO2), 에스토니아(14.29 tCO2), 우리나라(11.4 tCO2)가 가장 높

은 수준임.

‒ 비OECD 국가에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OECD의 30% 수준에 불과함

(인도는 1.49 tCO2이지만 중국은 비교적 높은 6.60 tCO2 수준임).

‒ 1990년 이후 2013년까지 세계 일인당 배출량은 16% 증가했는데 선진국의 배

출량은 감소(-7.2%)한 반면 개도국의 배출량은 대폭 증가(52.3%)했음.

‒ 1인당 배출량은 5대 최다 배출 국가(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대조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급격히 경제가 성장한 중국은 1인당 배출이 세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인도는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러시아와 미국은 각각 –26%, 
-16% 감소했음.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도로교통의 배출 
증가에 의해 
빠르게 증가” 

“1990~2013년 기간 
내 세계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6% 증가”

“선진국의 배출량은 
감소하였고, 
개도국의 배출량은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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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 급격히 감소한 이후 서서히 증가한 반면, 미국

은 2000년대 중후반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후에는 변화가 없는 추이를 나타내

고 있음.

< 세계 지역별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추이 >

(단위: tCO2/명)

자료 : IEA(2015), Key Trends in CO2 Emissions

¡ 2013년의 세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37 kgCO2/$(2005년 PPP 기준)으
로서 개도국(비부속서 I, 비OECD)의 배출량이 선진국(부속서 I, OECD)보다 높

은 수준임.

‒ 부속서 I 국가의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32 kgCO2/$(2005년 PPP 기준)
으로서 비부속서 I 국가의 배출량(0.39 kgCO2/$)보다 낮은 수준임. 

‒ 부속서 I 국가에서 서유럽 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0.21)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0.33), 북미(0.36)순이며 동유럽(0.55)은 비부

속서 I 국가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음.

‒ OECD 국가의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52 kgCO2/$으로 비OECD 국가

의 배출량(0.41 kgCO2/$)보다 낮은 수준임. 

‒ OECD 지역에서 서유럽의 OECD 배출량(0.23)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아시아/오세

아니아(0.33), 북미(0.35)순이며, 비OECD 지역에서는 중남미(0.20), 아프리카(0.24),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0.27), 중동(0.38), 유럽(0.62), 중국(0.64) 순서임.

“2013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비OECD국가에서 
OECD국가에서보
다 더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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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0 2010 2012 2013
90/13 

증감율

세계 0.52 0.44 0.38 0.38 0.37 -27.8

기후

협약

부속서 I 0.53 0.42 0.35 0.33 0.32 -38.5

비부속서 I 0.45 0.41 0.39 0.40 0.39 -13.5

OEC

D

OECD 0.44 0.38 0.32 0.30 0.30 -32.8

비OECD 0.59 0.48 0.42 0.42 0.41 -30.1

주요

국가

중국 1.45 0.80 0.65 0.66 0.64 -55.6

미국 0.58 0.49 0.39 0.36 0.35 -39.2

인도 0.39 0.38 0.33 0.33 0.32 -17.8

러시아 1.16 1,17 0.76 0.71 0.70 -39.5

일본 0.32 0.32 0.28 0.30 0.30 -5.2

독일 0.44 0.32 0.27 0.25 0.26 -41.6

한국 0.49 0.47 0.39 0.38 0.37 -25.0

자료 : IEA(2015),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kgtCO2/GDP, 2005년 PPP 기준)

< 세계 지역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추이 > 

(단위: kgCO2/$)

자료 : IEA(2015), Key Trends in CO2 Emissions

¡ 1990년 이후 2013년까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 배출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

으며, 반면, 에너지 집약도개선은 배출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가 나타나고 있음.

‒ 1990년 이후 2013년까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56%)를 인구, 경제성장

“1990~2013년 동안 
인구증가‧ 경제성장 
이 온실가스 
배출증가의 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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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에너지 집약도(1차에너지소비/GDP), 에너지의 이산화탄소 집약

도(이산화탄소/에너지소비) 등 4가지 요소로 분석될 수 있음. 

‒ 에너지의 이산화탄소 집약도(이산화탄소/에너지소비)는 변화하지 않았으나, 인
구 증가(35%)와 경제성장(인구 1인당 GDP, 60%)은 배출량 증가에, 에너지 집

약도 개선(에너지소비/GDP, -29%)은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음. 

‒ GDP 증가율이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1990년 이후에 에너지 사

용과 경제성장이 부분적으로 탈동조현상이 시현되었음. 

¡ 1990년과 2013년 기간에 부속서 I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 감소했는데 

에너지 집약도와 에너지의 이산화탄소 집약도는 배출감소에 기여한 반면 인구와 

경제성장은 배출증가에 기여했음.

‒ 에너지 집약도 개선(-33%)과 에너지의 이산화탄소 집약도(-8%)는 배출감소에 기

여했으나 인구 증가(+11%)와 일인당 GDP 증가(+38%)는 배출 증가에 기여했음.

< 부속서 I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증감 요인 분해(1990-2013년) >

자료 : IEA(2015), Key Trends in CO2 Emissions

¡ 1990년과 2013년 기간에 비부속서 I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3배 증가했

는데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및 에너지의 이산화탄소 집약도는 배출증가 요인으로 작

용한 반면 에너지 집약도는 배출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1인당 GDP는 137% 증가, 인구는 42% 증가했으며 에너지의 이산화탄소 집약도(이
산화탄소/에너지소비)는 정체한 이후 2002년부터 소폭 상승(+16%)하여 온실가스 

배출증가에 기여했으나 에너지 집약도는 하락(-25%)하여 배출감소에 기여했음.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집약도가 
개선되면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가 나타남”

“1990~2013년 동안 
인구증가‧경제성장
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요인으로, 
에너지 집약도 
개선은 배출량 
감소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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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이후 에너지의 이산화탄소 집약도가 상승한 것은 석탄사용이 증대했기 

때문임.

< 비부속서 I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증감 요인 분해(1990-2013년) >

자료 : IEA(2015), Key Trends in CO2 Emissions

3.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의미

¡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에 대해 1차 공약기간(2008-2012)에 1990년 대비 5% 감
축의무를 부여했으나, 2차 공약기간(2013-2020)에 참여한 국가가 줄어들면서 온

실가스 감축체제의 한계점이 노정되어 왔음. 

‒ 교토의정서 참여 선진국들은 화석연료 연소로부터의 이산화탄소배출을 감축하

는 한편, 토지이용 및 산업부문의 직접배출 등을 포함하는 기타 산업분야에서의 

배출 감축을 추진한 바 있음. 

‒ 또한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의 배출감소 프로젝트로부터 배출인증을 받는 

교토메카니즘 제도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고, 개도국에게는 감축의무가 부여되

지 않았으며 2차 공약기간에 러시아,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불참하여 의정서 참

여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배출량의 14%(2013년)에 불과한 수준이었음. 

‒ 교토메카니즘 체제로 인해 이산화탄소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든 효과도 

있지만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의 감축목표를 제시한 국가의 수가 적고 1차 

공약기간에서 이월된 프로젝트 크레딧의 과잉으로 인해 낮은 탄소가격이 형성

되어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시장을 이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2015년 12월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모든 국가가 온실

가스 감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세계 저탄소 경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됨.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한계점을 극복, 
저탄소 사회 
구축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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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개 국가가 유엔에 자발적기여(INDC)를 제출(2015.10.1. 기준)했으며 이러한 

자발적 기여가 실행될 경우, 2025년과 2030년의 세계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은 

각각 552억 tCO2과 567억 tCO2에 이를 전망임.

‒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체결(2015년 12월)에 따라 각국이 제출한 국가 

기여방안(INDC)이 예상대로 이행된다 할지라도 지구온도의 2도 이내 상승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됨.

‒ 지구온도 2도 이내 상승 배출경로 달성을 위해 파리협정에서는 종합이행점검

(Global Stocktaking) 체제와 투명성 체계를 도입하여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행동

이 2도 이내 배출경로를 달성하는 지의 여부를 점검될 예정임. 

4. 시사점

¡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개도국(비부속서 I, 비OECD)의 에너지 소비증가에서 비

롯되고 있으며 향후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을 감안하면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개도국에서는 에너지 집약도(에너지/GDP)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 및 에너지의 이산화탄소 집약도가 배출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

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증가를 억제할 정책 도입이 필요함.

¡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는 부속서 I 국가의 온

실가스 집약도가 배출규제를 받지 않은 비부속서 I 국가의 집약도보다 낮다는 

점은 배출규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어 파리협정이 온

실가스 집약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OECD 국가의 온실가스 집약도(CO2/GDP)가 비OECD 국가의 온실가스 

집약도보다 낮다는 점은 온실가스 배출규제 이외에 경제성장과 함께 저탄소 에

너지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음.

‒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배출규제 뿐만 아니

라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집약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GDP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다는 점은 경제성장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분리(탈
동조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개도국에서의 탈동조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도입될 필요가 있음.

‒ 탈동조화는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이나 모든 에너지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과

“세계 온실가스 
증가는 개도국의 
에너지 
소비증가에 많은 
영향을 받음”

“개도국에서의 
탈동조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도입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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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켜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비부속서 I 국가와 비OECD 국가의 온실가스 집약도가 높다는 점은 향후 이들 

국가에서의 탈동조화 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어 개도국을 중심으로 

탈동조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부속서 I 국가에서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가 나타나고 있으나 비

부속서 I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탈동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특히, 에너지의 이산화탄소 집약도(CO2/에너지)가 탈동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탄소 연료의 사용을 확대시키는 정책이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집약도(에너지/GDP)는 부속서 I 국가와 비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

축에 기여했으나 에너지의 탄소 집약도(이산화탄소/에너지)는 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함. 

‒ 반면, 비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비부속

서 I 국가의 저탄소 연료 사용 확대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 부속서 I 국가의 탈동조화는 지속적인 에너지 집약도 개선과 저탄소 연료의 사

용 확대를 통해 가능했지만 비부속서 I 국가에서는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구온도 상승 억제 및 농도 안정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

동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중장기 저탄소 경

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온실가스 감축은 오랜 시간이 요구되기에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저탄소 비전과 경로가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 파리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기 저탄소 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050년 

이후의 장기비전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 2015년 말에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은 각국이 2050년 이후를 목표로 하는 장

기 저탄소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2030년 이후

의 장기 저탄소 전략을 수립하는 국민적 합의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장기 비전이 설정되면 산업계를 비롯한 경제주체가 장기적인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음.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를 위해 
각국이 중장기 
저탄소 경로를 설정 
및 세부 전략을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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