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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roduction of aviation into the EU-ETS has faced significant opposition from many

ICAO member States. Accordingly a global solution through ICAO is in progress. This

paper traces the progress of works done by the HGCC in the area of global aviation

aspiration goals aiming for the submission to the 38th Session of the ICAO Assembly.

Furthermore, devices for calculating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flights have been

developed by several agencie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s, airline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se carbon calculators, however, introduce too many

assumptions to simplify the calculation process. This study assesses carbon calculators for

aviation emissions and suggests a modified calculation methodology using the pre-existing

computer reservation system for better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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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지구환경보호

를 위한 커다란 이슈 가운데 하나이며 이를 감축

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운송 문제도 하나의 커다란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항공여행은 지구촌의 대중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항공

운송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발생원은 아니지만 

그 성장세를 고려한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문제

가 될 수 있다. 1997년에 서명되어 2005년에 시

행에 들어간 교토의정서는 현재까지는 지구촌의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가장 완성도 있는 규정으

로 여겨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온실가스1)들

의 감축을 추구하고 있고 국제항공 운송분야도 

1)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s),육황화불소(SF6),수소화불화탄소 

(HFC).

http://dx.doi.org/10.12985/ksaa.2013.21.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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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국제항공 

운송 분야에서 특정한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았

기 때문에 관련 많은 이해 당사자들 즉 각 국가,

국가그룹(EU 등) 및 국제기구(ICAO), 국제항공

운송협희(IATA)와 같은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는 

탄소감축 및 EU에서 도입한 탄소배출거래제도에 

대하여 논란과 갈등이 있어왔다.

따라서 항공 분야의 탄소배출 감소와 관련하

여 해결해야 될 많은 기초적인 이슈들이 존재하

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정치적 및 외교적 접

근방법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2013부터 전격적

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EU-ETS는 국제적으로 많

은 저항을 초래하였으며 마침내 각 국가의 주권

을 인정하는 시카고협약 위반이라는 법리적 논쟁

과 함께 중국, 인도 같은 국가들은 유럽에서 제

작한 항공기 주문을 취소하는 극약 처방을 구사

하기도 하였다. 국제항공사회에서는 이러한 극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ICAO 차원에서 글로벌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문제

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제197차 이사회 회기 

중 17개 국가로 고위급그룹[High-level on

International Aviation and Climate

Change(HGCC)]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9월에 있을 제38차 ICAO 총회에 대비한 

1, 2차 HGCC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고

찰과 함께 탄소배출계산법의 개선방안을 연구하

여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방지의 탄소배출 감축

을 위해서는 항공기로부터 배출되는 탄소의 양에 

대한 정확한 계산방법이 중요하다. 기존의 항공 

탄소배출계산법은 Christian Jardine이 검토하고 

비교 연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Sabre Holdings

모델이 항공배출가스 오프셋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가장 근접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Chiristian Jardine, 2009). 그러나 Sabre

Holdings 모델 또한 충분한 정확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감

축활동을 위한 의미 있는 계산기로 활용될 수 없

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으로 항

공권을 예약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탄소계산 방법

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된 항공기 탄소배출가스 

계산방법을 제시하였다.

Ⅱ. 본 론

1. 기후변화 관련 국제항공분야 동향

ICAO 이사회 의장은 제197차 이사회 결정(‘12

년 11월)에 따라 미국, 중국, 벨기에, 브라질, 호

주 등 지역배분을 감안한 17개 국가 대표로 기후

변화 고위급그룹(HGCC)을 구성하고 38차 총회

에 대비하여 국제항공분야의 중장기적 도전목표 

검토와 더불어 시장기반조치(MBM; Market

Based Measures) 등 탄소배출 저감을 다양한 대

응수단에 대한 정치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ICAO C-WP/13959)이다.

먼저, 글로벌 도전적 목표(Global Aspiration

Goal)와 관련하여 일부 선진국그룹은 37차 ICAO

총회가 논란 끝에 채택한 ‘2020년 탄소중립성장’

이라는 중기목표에서 더 나아가 보다 도전적인 

중기목표 설정과 함께 장기목표의 타당성 검토를 

주장한데 반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BRICs) 등 반대그룹에서는 항공분야의 탄소배출 

추세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이 선행되어

야 하므로 ICAO 항공환경보호위원회(CAEP;

Committee on Avi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의 탄소추세 평가결과가 나온 연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

나 중기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적 운영적 조

치, 지속가능대체연료, 시장기반조치 등 모든 수

단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어떤 수단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개별 회원국이 

판단할 몫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기술적 운영적인 감축수단(Technological and

operational measures)은 항공기 CO2 인증기준 

도입, 고효율항공기 운영, 항행시스템 및 운항절

차 개선 등의 조치를 망라하는 것으로 고위급그

룹은 기술적 운영적 감축수단의 중요성을 인정하

고 관련 기준, 안내서 및 장치(tool)의 개발 진행

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회원국들에게 적절한 감

축수단 관련 정보마련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CAEP가 CO2 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개발일정 

등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 대체연료(Sustainable

alternative fuels for aviation)와 관련하여 ICAO

가 대체연료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Best

Practices 수집과 전파 등 정보공유를 통해 지속

적으로 회원국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바이오 연료로부터 CO2 순 배출량을 "0"로 산출

하는 데는 이견들이 노출되고 있다.

시장기반조치(MBM; Market-Based Measures)

는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로서 글로벌 MBM의 

기본 틀(Framework)을 정하는 문제와 전 세계적

으로 시행할 MBM의 방안(Skim)을 어떤 것으로 

정할지 하는 두 가지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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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MBM의 기본 틀은 글로벌 MBM이 지향

하는 기본원칙과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장래 

합의될 글로벌 MBM 방안의 골격이 되는 동시에 

글로벌 합의안 도출 전까지 과도기간 중에 개별 

회원국이 운영할지 모르는 MBM 방안에 대해 지

침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기본 틀에 대해

서는 다음 4가지 항목에 대해 이견이 있었는데 

①기본 틀의 목적이 무엇인지, 특히 어느 국가가 

MBM을 도입하는 경우 상대국가와 상호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②MBM의 형태(form)에 대해 높

은 유연성을 부여해야 하는지, MBM간 호환성 

제고를 위해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③지리

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영공으로 범위를 좁히는 

경우 주권에 대한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반면 범

위를 넓히는 경우 더 많은 양의 글로벌 배출량 

규제가 가능하다는데 주목하여 MBM의 지리적 

적용범위 선택(영공, 출발국 기준) ④MBM을 모

든 항공사에 적용하는지, 개도국 항공사를 참여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기준 및 범위 설정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기반조치 방식(Global MBM

Scheme)에 대해서는 그간 전문가그룹의 기술검

토 등을 통해 ①탄소상쇄(CO2 offsetting), ②탄소

상쇄에 재원창출 가미(CO2 offsetting with

revenue generating mechanism), ③배출권거래제

(Emission Trading, Cap & Trade) 등 3개 대안

으로 범위가 좁혀졌으며, 이들 3개 방안 모두 기

술적으로 타당하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중기목

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BRICs 국가들은 글로벌 MBM 방안 마련

을 위해서는 개도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철저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논의진행에 소극

적인데 반해 유럽 등 일부 선진국그룹에서는 최

소한 2015년 39차 총회 때까지는 글로벌 합의도

출을 위해 금년 38차 총회에서 향후 추진일정에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회원국들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

이행계획(State’s Action Plans)의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료사용량에 일정 세금

을 부과하여 ICAO 관리 하에 기후기금을 설립

운영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개도국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재원을 거두는 것은 

UNFCCC의 원칙에 모순된다는 의견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MBM의 주 역할은 재원창출

이 아닌 국제항공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ICAO 이사회 의장은 2013년 9월에 있을 38차 

총회 전까지 주요 국가들과의 비공식 협의와 이

사회 논의를 통해 기후변화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포괄적인 타협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나 선진국

과 개도국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그 결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 탄소 배출 계산법

2.1 개요

비행 중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공여행에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제트연료는 대부분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

다. 하나의 탄소 원소는 12 단위의 무게를 산소 

원소는 16단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

나의 CO2 단위분자는 44단위의 무게가 있음을 

의미한다(탄소는 12단위, 산소는 32단위) 제트연

료에 포함된 탄소의 무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44를 곱하고 다시 12로 나누게 되면 3.7이 된다.

제트연료는 무게로 계산할 때 90퍼센트의 탄

소와 10퍼센트의 수소로 구성되므로 1 갤런 당 

탄소의 무게는 약 6파운드(6.7파운드의 90퍼센트)

가 된다. 탄소의 무게(6파운드)에 3.7을 곱하면 

21파운드가 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국제항공

운송협회에서 사용하는 제트연료를 이산화탄소로 

변경하는 상수는 3.157 이다((IATA Guidelines

and Toolkit, 2008). 따라서 연료소모로 인해 생

성되는 CO2 배출량은 배출상수인 

3.157kgCO2/kg을 소모된 연료무게에 곱하면 얻

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비행 중 소모된 

연료량을 확인하면 대기 중으로 배출된 탄소량을 

계산할 수 있게 해준다. 탄소계산기의 역할과 관

련하여 실제로 배출된 탄소는 비행 중 소모된 연

료의 무게에 배출상수를 곱하면 얻어질 수 있다

고 전술한 바 있다.

이 수치는 EU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시장거래

제도(MBM; Market Based Measurement)에 기본

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탄소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이 있

는데  항공분야 탄소 오프셋 프로그램이 그 중 

하나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많은 항공

여행객들이 산업계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책

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기여

할 부분을 찾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The IATA

Aviation carbon offset program, 2008). 또한 항공

여행객들이 자신들의 항공여행으로 인해 발생되

는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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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Emission calculator methodology (출처: Christian Jardine, 2009)

Great Circle Distance Correction to GCD

550 km 이하 + 50 km

550 - 5,500 km + 100 km

5,500 km 이상 + 125 km

위해 산림의 재생 또는 친환경에너지 즉 풍력 또

는 태양전지 등의 프로젝트에 금전적 지원을 원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분야는 항공권을 구매하는 대중에게 

탄소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이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비행구간에서 발생

되는 탄소배출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받아 

항공사 선택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

2.2 기본요소

탄소배출과 관련한 요소들은 다양하다. 예를 

면 정풍 또는 배풍과 같은 기상조건, 공중에서의 

대기와 같은 항공교통관제요소, 악기상 우회를 

위한 필요한 비행거리 변화, 항공기 및 엔진형식,

기내 좌석배치 등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를 고

려한 현행 탄소계산방법은 그림 1과  

2.2.1 비행거리

비행거리는 두 공항의 지리적 좌표를 사용하

여 계산하는데 이렇게 얻어진 대권거리(GCD;

Great Circle Distance)는 보정의 필요성이 있다.

비행거리는 이륙부분 때문에 배출량과 선형적으

로 일치하지 않는데 짧은 구간의 비행일수록 총 

비행구간 중 이륙이 차지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보다 많은 배출을 하게 된다. 수학적인 배출과 

비행거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단순방법 y=ax (y: 연료소모량, x: 비행거리)

복잡한 방법 y=ax+b

보다 정확한 방법은 y=ax2+bx+c

표 1. ICAO 대권거리 보정요소 (출처: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또는 대권거리의 직선항

로에서 벗어나는 스톱오버 및 회항 등을 고려한 

대권거리 보정방법을 개발한 바 있다.

2.2.2. 항공기 형식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개발한 계산기는 기존 

항공기 형식별 연료 소모 데이터베이스에 50개의 

상응하는 정기운송용에 사용하는 형식을 매칭 시

키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의 문제점

은 이러한 50개 형태의 항공기에 해당하지 않는 

항공기 형식이 상존한다는 것이며 국제민간항공

기구는 이러한 요소들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존의 다른 일

반적인 계산기들도 유사한 데이터베이스나 추정

치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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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승객 탑승률 및 수하물

동일 비행편에 수송되는 화물 및 우편과 관련

된 배출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산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Total mass = [(No. Passengers * 100kg) + (No.

of seats * 50kg)/1,000 tones] + Freight (tones)

+ Mail (tones)

이러한 방법으로 총 무게가 계산되면 특정승

객이 비행 중 배출한 부분이 계산될 수 있게 된

다.

2.3.4 객실등급

항공여행객은 자신이 점유한 좌석에서 발생시

킨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 퍼스트, 비즈니

스 클래스와 같은 프리미엄 좌석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에 대한 책

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경우 

객실 등급을 일반석과 프리미엄 석으로 양분하여 

승객당 배출량의 비율을 1:2로 구분하여 계산하

는 단순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3.2 탄소 배출 계산방법

3.2.1 영국 환경부 계산법

영국 환경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 영국정

부에서 탄소배출가스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는 부

서로서 DEFRA에서 자체 개발한 계산방법은 다

른 정부기관에서 채택하여 활용토록 되어있다

(DEFRA Guidelines 2008). DEFRA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배출요소를 단거리, 중거리 및 장거리 비

행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연료사용 데이터는 

일반적인 항공기 형식과 단순 비행거리를 활용하

여 계산된다. 배출가스는 여행객 및 화물의 무게 

비율에 따라 배분되게 된다. 여행객의 탑승률은

국내선은 66.3%, 단거리 국제선은 81.2%, 장거리 

국제선은 78.1% 로 각각 계산한다. 좌석배치 문

제는 영국항공국(CAA) 통계치를 활용한다. 가중

치(multiplier)는 본 방법에서 적용하지 않았다.

3.2.2 ICAO 계산법

ICAO는 항공여행객이 비행 중 발생시키는 탄

소배출 양을 추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개발하였

다. 이는 항공기 형식별 개인이 비행한 거리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ICAO는 대중적

으로 공개된 연료소모 데이터를 활용하되 보다 

낳은 추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보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배출가스는 CO2 만 계산하

고 있으며 가중치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ICAO

입장에서는 CO2 영향이 항공분야에서 고려되어

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지 않는 

한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림 2. ICAO emissions calculation
procedure (출처: ICAO Carbon
Emissions Calculator Version 3,
2010)

3.2.3. The Sabre Holdings model

Sabre 는 항공사, 철도, 호텔 및 여행사에 컴

퓨터 예약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업이다. Sabre 데

이터베이스는 여행일자, 항공사, 출발 및 도착공

항, 항공기 형식 및 좌석배열과 같이 탄소배출 

계산에 중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데 Sabre 모

델의 주 엔진은 여행자정보(PNR; Passenger

Name Record)와 SAGE(System for assessing

Aviation’s Global Emissions이다. PNR에는 개인

별 여행정보 즉 출발 도착지, 항공사, 항공기 형

식 및 좌석등급이 ㅍ함되어 있다. SAGE는 미연

방항공청의 환경 및 에너지국에서 개발하였는데 

이는 개별 비행편의 형식 및 평균 순항거리 등을 

추정하여 비행 중 연료 소모량을 계산한다.

SAGE 모델은 200여개 이상의 항공기 형식에 대

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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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DEFRA ICAO ClimateCare Sabre
Holdings

GCD
correction 10% Up to 11% 10%

Accounted
for in

FAA/SAGE

Plane type

Indicative
short,

medium,
long haul
calculated

form range
of typical

aircraft

Uses
aggregated
date from

model,
Based on
scheduled

aircraft
mapped
onto 50

equivalent
aircraft types

Indicative
hybrid short

and long
haul(5
planes)

Scheduled
aircraft
mapped

onto >200
equivalent

aircraft
types. Exact
match 95%

of time

Fuel burn
data Corinair Corinair Corinair FAA/SAGE

Form of
emissions
algorithm

y=ax, for
domestic,
short-haul
and long

haul(0.180,
0.126 and

0.11
kgCO₂/km)

y=ax+b y=ax²+bx+c y=ax+b

Freight
factor

<1%
domestic

and
short-haul
28.8% long

haul

47-88%
depending
on route

and
wide/narrow

body. 34
classes

20%
long-haul
0% short

haul

20%
widebody

10% narrow
body

1% regional
jets

Per
seat/passeng

er
Passenger Passenger Seat Seat

Load Factor

65.3%
domestic

81.2% short-
haul

78.1%
long-haul

67-100%

depending
on

n/a n/a

Seating
configuration

Representati
ve from

CAA data

Number of
economy
seats that

can be fitted
in cabin

Median

Specific to
airline and

aircraft
model

Cabin class
adjustment(e
conomy-pre

mium)

Range of
ratios for

different seat
classes in
domestic,
short-haul
and long

haul

Multiplier No No

Yes, 2,
applied

to ax² and
bx terms

only.

No. but may
be applied
to ax term

표 2. 주요 배기가스 계산 방법론 연구 

(source; Christian Jardine, 2009)

Carbon
Calculat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ICAO)

Airlines
(Airfrance)

NGO
(ClimateCare)

Distance

(round trip)
11,658km 12,250km 11,666km

Mass of

Emission
838kg/CO2

1,049kg/

CO2

1,620kg/

CO2

Deviation 100% 125% 193%

표3. 탄소배출계산법(CDG-JFK, round trip)

그림 3. Sabre Holdings Methodology
(Source: Christian Jardine, 2009)

Sabre 모델은 보다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방

법의 적용으로 관련 비행정보에 사전에 접근이 

가능하므로 탄소배출량을 항공여객에게 계산해서 

제시해줄 수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항공권 구매 

이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는 저탄소 배출의 비행 편을 선택

할 수 있으므로 시장을 보다 친환경적인 비행을 

선호하는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면에

서  항공사들로 하여금 좌석 당 탄소배출을 감소

시키는 장비를 구매토록 독려함에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델들에

서 도입한 추정치 사용으로 인한 부정확도를 제

거하고 오프셋 회사들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

록 탄소의 배출량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4. 개선된 탄소배출량 계산

4.1 개요

항공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목적은 항공여행객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하여 적게 배출하는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

록 특정 비행편이 비행하는 동안에 배출하는 탄

소량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항공여객은 탄소 오프셋 프로그램에 보다 자발적

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탄소배출계산기

의 한계로 부정확성을 들 수 있는데 기존 탄소배

출 계산기들의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 파리 샤

를 드골 공항과 뉴욕 존에프케네디 공항간 비행

에 대한 배출가스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다. 표

4는 탄소배출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나타난 부분은 항공사에서 개발

한 계산기는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계산기보다 약 

25% 많은 탄소배출량을 나타내고 있다. 탄소 오

프셋 회사에서 계산한 결과는 ICAO 계산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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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단순비교

로도 현존하는 계산방법들 사이에서는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서 기인

한다고 보인다.

4.2. 기존 연구에서의 문제점

4.2.1 추정

기존 탄소배출 계산기들은 많은 계산단계에서 

추정치들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탄소배출 계

산에 있어서 항공기 형식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데 실제 항공기 형식별 배출 데이터 확보가 용이

하지 않으므로 많은 계산기들은 항공기 형식 매

트릭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자료들의 최

신화 부분과 특히 A380 또는 B787 같은 최신형 

항공기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또한 승객과 화물

의 비교문제와 좌석 용량 및 승객 탑승율에 있어

서 많은 추정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4.2.2 계산기의 접근성

비행 중 발생한 탄소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

비자들은 ICAO 홈페이지 또는 항공사가 탄소계

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항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한다. 즉, 탄소계산기에 대한 접근성 방

법이 용이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항공

사를 선택하거나 오프셋 프로그램에 가입을 기대

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탄소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방법이 요구된

다.

4.2.4 중요 고려요소의 미적용한 무시

항공기 엔진은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이다. 엔진 제작사들은 보다 친환경적인 

엔진들을 개발하고 있다. 제네럴일렉트릭(GE)사

의 경우 자사의 차세대 엔진들은 CO2를 15% 적

게 배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레트엔드휘트니

(P&W)사의 경우도 자사가 개발한 PW1000G 엔

진의 경우 현재 상용중인 제트엔진에 비해 CO2

를 약 16% 적게 배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러한 배출 감축량은 무시하기에는 매우 큰 양이

다. 더구나 최근에 제작된 엔진들은 연료소모율

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항공사들의 새로운 

엔진에 대한 투자는 점점 가속화 될 것임은 자명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지 않은 불

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

법론을 제시하였다.

4.3 탄소배출량 계산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

이산화탄소 배출의 계산에 있어 부정확성을 

회피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발달된 정보처리 기술

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승객

들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승객

정보(PNR; Passenger Name Records) 데이터베

이스를 활용하게 되는데 승객들은 여행을 기획할 

때 우선 여행구간(city pair)을 선정하게 되며 이

에 따라 대권거리(GCD; Great Circle Distance)가 

계산된다. 본 계산기의 장점은 실제 항공기 형식 

및 엔진 형식에 따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으

로 각 항공기 형식 및 엔진 형식에 따른 연료소

모 비율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계산해 

낼 수 있다. 또한 좌석배열은 실제 데이터를 활

용할 수 있으며, 승객과 화물의 비율, 탑승률 또

한 사전에 작성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승객 1인이 배출한 

배출가스 량은 실제 연료소모량을 계산할 수 있

다.

그 차이가 10% 이하인 경우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고 간주하여 그대로 활용하며 차이가 

10%를 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수정요소를 

조정하게 된다. 그림 5는 새롭게 제시된 방법론

에 대한 흐름도이다.

그림 5. New methodology for carbon
calculator

각 항공사들이 본 계산기를 예약 시스템에 활

용한다면 승객 측면에서 본다면 보다 친환경적인 

비행 편을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

다. 특히 새로운 계산기는 보다 정확한 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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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실제 배출량과의 차이가 10% 이내)를 계산

해 낼 수 있으므로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

된 탄소 오프셋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실질

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그림 6은 새로운 탄소 

계산방법을 컴퓨터를 활용한 예약시스템에 적용

한 방법을 예시하였다. 각 항공사들이 기존에 활

용하고 있는 컴퓨터 예약시스템(CRS; Computer

Reservation System)과 연계하여 탄소 계산기를 

도입할 경우 여행객들은 자신들이 탑승하려고 하

는 비행 편을 검토할 때 비행거리 및 탄소배출량

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다 친환경적인 항공사

를 선택할 수 있게된다. 따라서 항공사들은 환경

보호를 염두에 두는 승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하

여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신형 항공기 또는 엔진

을 조기에 도입하게 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결국 항곱부문 배출가스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6. Framework on data flow for flight

reservation and carbon emissions

display

Ⅲ. 결론

EU-ETS로 촉발된 글로벌 항공분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며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각 국가 간

의 경제적, 기술적 격차로 이견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ICAO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장기반조치 및 각 회원국들에 대한 지원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계산은 

항공여객들에게 보다 친환경적인 항공사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며, 탄소 오프셋 프로그램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검토와 비교를 

통하여 기존의 계산기들은 항공여행객들에게 정

확하고 활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탄소배출 관련 보다 정밀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계산방법의 

제시되고 설명되었다. 새로운 방법은 개선된 프

로세스를 통해 과거의 데이터에 기초한 계산 또

는 추정된 자료를 쓰지 않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

한다. ICAO에서 개발한 탄소계산기는 탄소배출

가스 계산에 있어서 최초로 의미 있는 단계의 시

도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나 부정확

성이 너무 크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법은 이러한 

부정확성을 제거하고 특정 비행 편에 대하여 실

제 데이터로부터 형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배출가스량을 계산할 수 있다. 실제 배출

가스와 계산된 배출가스의 비교를 지속적으로 추

진해 나간다면 보다 흥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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