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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세계적으로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정한 목표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하여 각 국가는 감축목표를 수립 및 선언
하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을 수립, 감축 목표 설정
을 위한 로드맵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사회 전환 가속화에 따라 2020년말까지 128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
하였으며, G20 회원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선언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탄소중립의 능동적 대
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 달성하는 기반 마련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
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
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등 의무감축제도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종합적인 탄소관리는 미흡하며, 현재
광해방지사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적인 탄소중립의 관심과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 업무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국내외 탄소배출량 산정 방
법으로 제시된 표준방법을 검토하고, 광해방지사업에 적합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광해방지사업,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LCCO2

1. 서 론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등은 지구온난화를 일으
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는
주로 인류의 활동에 의하여 증가하였고, 온실가스 배출
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구온난화로 이어져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해 개별 국가의 노력
을 넘어서 전 지구적 의제로 다루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속적
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발간한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량은 지난 10년동안 1.5%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50
년까지 전지구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2100년까지 1.5℃이내
온도 상승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IPCC, 2018).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
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탄소흡
수)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넷제로
(Net-Zero)라고도 불린다. 전세계적으로 2015년 파리기후
협약에서 정한 목표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하
여 각 국가별로 감축목표를 수립 및 선언하고, “장기 저

탄소 발전전략”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을 수립하고, 감축 목표 설
정을 위한 로드맵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사회 전환 가속화에 따라 2020년말까지 128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G20 회원국을 중심으로 지속
적으로 탄소중립선언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
년 12월 탄소중립의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
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 달성하는 기반 마련
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한국광해광업공단법」제1조에 따
라 광산피해의 관리 및 광물자원 육성· 지원으로 광산지
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광해광업 전주기 지원으로 광산
지역 발전과 자원안보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
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
제도 등 의무감축제도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종합적인
탄소관리는 미흡하며, 현재 광해방지사업으로 인한 이산
화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전세계적인 탄소중립의 관심과 정부 정책 기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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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
업무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국내외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으로 제시된 표준방법을 검토하고, 광해방지사업에
적합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국내외 탄소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연구사례
분석
2.1. 국내외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 검토
광해방지사업에 적합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을 제시하
는데 있어, 현재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에는 특정 지역과
특정 시기에 대하여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방식과 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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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관점에서 제품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원료 채취부터 폐기 및 제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총량관리는 국가 단위에서 국가 온실가스 인
벤토리라는 명목으로 매년 국가 시스템 경계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말하며, 전과정 관
리 개념의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은 탄소발자국의 개념으
로 하나의 제품 또는 시스템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한
모든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본 연구에
서는 광해방지사업 적합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관리를
위하여 총량 접근 방식의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과 전과
정 측면에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을 국내외 기존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기준을 중심으로 모두 검토하였다
(Table 1).

Table 1. Review of global and domestic carbon emission calculation methods and standards
Standards

Main Contents

Remarks

ISO 14064-1
(2018)

· Specifies principles and requirements at the
organization level for quantification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and removals.

· It includes requirements for the design, development,
manag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an organization's
GHG inventory

ISO 14064-2
(2019)

· Specifies principles and requirements and
provides guidance at the project level for
quantification, monitoring and reporting of
activities intended to cause greenhouse gas
(GHG) emission reductions or removal
enhancements.

· It includes requirements for planning a GHG project,
identifying and selecting GHG sources, sinks and reservoirs
relevant to the project and baseline scenario, monitoring,
quantifying, documenting and reporting GHG project
performance and managing data quality.

ISO 14064-3
(2019)

· Specifies principles and requirements and
provides guidance for those conducting or
managing the validation and/or verification of
greenhouse gas (GHG) assertions.

· It can be applied to organizational or GHG project
quantification, including GHG quantification, monitoring and
reporting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ISO 14064-1 or ISO
14064-2.

· Carbon footprint of products —
Requirements and guidelines for
quantification

· It specifies principles, requirements and guidelines for the
quantification and reporting of the carbon footprint of a
product (CFP),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life cycle assessment (LCA) (ISO 14040 and
ISO 14044).

· The Product Life Cycl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 It can be used to understand the full life cycle emissions of
a product and focus efforts on the greatest GHG reduction
opportunities.

· Guidelines for building inventory to assess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 General guidelines and reporting, energy, 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 use,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It
provides methods and emission coefficients for calculating
each greenhouse gas emission separated by waste.

· Whole life carbon assessment for the built
environment

· Whole life thinking involves considering all life cycle stages
of a project, from raw material extraction, product
manufacturing, transport and installation on site through to
the operation, maintenance and eventual material disposal
(refers to EN 15978)

ISO 14067
(2018)

GHG Protocol
(2011)
IPCC
(2006)

RICS
(2017)

Ministry of Land,
· Carbon emissions calculation methods and
Infrastructure, and
guidelines for roads, railways and buildings
Transport (2011)

· Presented GHG calculation plan step by step by dividing the
life stage of the facility into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dismantling and recycling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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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외 연구사례
광해방지사업은 제조업과는 다르며, 비교적 건설업과
유사한 특징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제품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측정 및 산정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
용하기에는 여러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 광해방지사업이
이루어지는 특정 시설의 운영 중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을 활용할 수 있으나,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과 사
업 수행 주체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그리
고 시공단계의 경우 기존 온실가스 산정 가이드라인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른다.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는 직접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았으나 인프라시설 중심으로 도로, 철도 등에
대해서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고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위
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대표적인 인프라시설인 도
로 및 철도를 중심으로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
기 위한 연구들이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을 통하여 이루
어지고 있다.
도로의 경우 도로시설물의 life cycle을 시공, 운용, 해
체 및 재활용단계로 구분하고 탄소배출량 산정 절차를
평가 범위 및 경계설정,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탄소배출
량 산정이라는 3단계에 걸쳐 전과정 탄소배출량을 산정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현재 건설 중인 도로 일부 구간
에 대해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Kwak et al., 2012). 또한,
탄소중립형 도로기술개발 연구단에서는 도로의 전과정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을 활용하여 도로시설물의 시공단
계,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정량적
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원단위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탄소배출량을 정량
적으로 산정 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Kwak et al., 2015).
국외에서는 도로의 건설활동 중 포장시스템을 중심으
로 포장시스템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연구가 수행되
었으며, 고속도로 건설시 다양한 포장 시스템의 전과정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Carbon Footprint Calculator”
라는 tookit을 개발하였다(Shashwath et al., 2016). 또한,
World Bank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도로 건설 및 재포장
등에 관하여 전과정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저감하는 방
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ROADEO Calculator”
를 개발하였다.
철도의 경우 2015년 개통된 오송-광주간 고속철도 노
선 건설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 BOM(Bill of Materials)을
활용하여 자재 사용과 에너지소비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산출하였으며, 토목시공, 전기시공 등을 포함하여 모든

세부 공종에 대하여 탄소배출량의 기여도 분석을 수행하
였다(Lee et al., 2020).
UIC(Union of Railway)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비교
를 위하여 Valence에서 Marseille까지의 "LGV Mediterranée"
와 Tours에서 Bordeaux까지 새로 건설된 프랑스의 "South
Europe Atlantic-Project"라는 4개의 신규 고속철도 노선
에 대한 전과정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제공하고 비교하
였다(T. Baron et al., 2011).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도 국내외 벤치마
킹을 통해 사업의 전주기적 life cycle 관점에서 탄소배출
량을 세분화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탄
소배출량 산정기반 구축과 대응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3. 광해방지사업의 전과정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광해방지사업의 전과정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은 광해
방지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사업 추진절차와 ISO 14064,
EN 15978, 국토교통부의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지침
그리고 RICS(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의
“Whole life carbon assessment for the built environment”
를 준용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광해방지사업의 life cycle
단계를 구분하였으며,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에 대
하여 평가범위 및 경계설정, 활동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그리고 탄소배출량 산정으로 3단계로 검토하였다(Table 2).
3.1. 평가 범위 및 경계 설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은 광산피해
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
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정
된 법률로 제11조에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를 가행광산·휴
지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광
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폐광산에서 사용하지 아
니하고 있는 시설물·자재 등의 철기 및 처리, 가행광산·
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 6개 항목으로 정의하고 있다(Mine Reclamation
Corp.,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대상을「광산피
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정의된 광
해방지사업으로 한정하고, 세부 사업의 추진 범위에 따
라 광해방지기본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기초 및 상세조사,
정밀조사(Pilot test 등), 시공 및 사후관리 까지를 포함하
도록 검토하였다.
탄소배출량 산정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IPCC의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값을 적용하여 CO2-equivalent (CO2-eq.)로 산정하였다.
세부 온실가스 배출원은 WRI/WBCSD GHG Protoco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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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stimation methods of GHGs emission for Mine reclamation Projects
Category

Scope and
boundary
definition

Composition

Assessment target

· Assessment target and method definition

Assessment of life cycle

· Life cycle definition, method

Target greenhouse gases

· Consideration of the kinds of greenhouse gases

Assessment scope of life cycle

· Life cycle definition by assessment scope and target, method

Identify source

· Direct emissions, Indirect emissions, other indirect emissions separated by
sources calculations

Data
Data collection
collection
and analysis Data analysis for emissions calculation

Emissions formula definition
Carbon
emissions
calculation Connection with carbon emissions factor

· Data collection of life cycle for carbon emissions calculations
· Input analysis for emissions analysis
· Construction stage: carbon emissions formula according to input materials,
equipment usage
· Operation stage: carbon emissions formula according to utility usage
· Demolition and recycling stage: carbon emissions formula according to
waste transportation
· Connection with materials DB and energy DB

Carbon emissions calculation

· Calculations of life cycle carbon emissions

Cut-off level for data analysis

· Cut-off level setting for life cycle

Table 3. GHGs emissions source of Mine reclamation Projects in life cycle stage
Category

Life cycle stage
Construction

Scope 1

Scope 2

Scope 3

List
· Fossil fuel usage of used equipment when material transportation
· Fossil fuels(diesel, gasoline) usage of used equipment for construction work like
earth work, excavation

Direct emiss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 Fossil fuel usage for maintenance of facilities(maintenance, repair and etc.)

Demolition
and recycling

· Fossil fuel usage of equipment for waste transport
· Fossil fuel usage of used construction equipment for blasting and cracking

Construction

· Used utilities(electricity, gas and etc.) for heating and cooling in field office
· Operated equipment which use electricity

Operation and
maintenance

· Used utilities(electricity, steam and etc.) for heating and cooling of road
infrastructure(rest area, management office and etc.)
· Used utilities(electricity) in road infrastructure(tunnel lamp at night, vent and etc.)

Demolition
and recycling

· Used utilities(electricity, gas and etc.) for heating and cooling in field office
· Operated equipment which use electricity

Construction

· Used construction materials(cement, ready-mixed concrete, steel, and etc.)
· Used water for washing of transport equipment and construction equipment
· Other indirect emissions that isn't included direct and indirect emiss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 Used construction materials(cement, steel, and etc.) for maintenance and repair
· Water usage
· Other indirect emissions that isn't included direct and indirect emission

Indirect
emission

Other
indirect
emission

따라 직접배출(scope 1), 간접배출(scope 2), 그 밖의 간
접배출(scope 3)로 구분하였다(Table 3).
광해방지사업의 life cycle은 EN 15978에서 제시한 시
스템 경계를 준용하여 계획 및 조사단계, 시공단계, 운영
단계, 해체 및 폐기단계로 구분하고, 광해방지사업의 세
부 사업별로 다르게 시스템 경계를 검토하였다(Fig. 1).
광해방지사업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

률』제11조(광해방지사업 범위)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따라 9개의
대분류로 구분하였고, 세분류는 그동안 추진되고 있던 구
체적인 세부 목적물의 양태에 따라 22가지로 세분화하였
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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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 boundary for Mine reclamation Projects.

Fig. 2. System boundary for every detailed sub-category of Mine Reclam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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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활동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광해방지사업의 탄소배출량을 정량화 하기 위하여 산
정코자 하는 평가 범위 및 경계설정을 완료하고, life cycle
단계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광해방지사
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시공단계와 같이 건
설 시공과 유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 수행 시
사용되는 자재의 종류와 수량, 장비의 종류와 연료소비
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내역서 및 준공도서
등을 필수로 수집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세부 공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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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재투입 및 장비사용량을 분석한다. 나머지 단계에
서는 배출원은 WRI/WBCSD GHG Protocol에 따라 배출
원별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적용하였다.
3.3. 탄소배출량 산정
기본적으로 탄소배출량은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
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탄소배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의 탄
소배출량 산정방식을 적용하였다(IPCC, 2006). 탄소배출

Fig. 3. Estimation Process of GHGs emissions in the construction stage.
Table 4. Calculation of life cycle of GHGs emission and applicable DB for Mine reclamation projects
Life cycle stage

Calculation items

Equation

Applicable data

Material input
(ton, m , etc)

Work amount (unit) × Material inputs
(ton, m /unit)

Estimation system of Design/ Calculation basis

Energy usage due
to equipment usage
(L)

Work amount (unit) / amount per hour
(unit/hr) × fuel efficiency(L/hr) or
Work amount (unit) × Equipment usage
time(hr/unit) × fuel efficiency (L/hr)

Select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method in the
estimation of design
Only for diesel or gasoline

3

CO emissions due
to material input
(tCO -eq)
2

Construction

2

3

Σ [Material input (kg, m etc) ×
3

Emission coefficient(tGHG(CO /CH /
N O)/kg, m etc) × GWP]
2

4

3

2

“National LCI DB,
UNEP-GLAD DB ,
Ecoinvent DB etc can be applied
a)

b)

Σ [Energy usage(kWh, m etc) ×
Permutations(MJ/kWh, m etc) ×
Emission coefficient (tGHGs (CO /
CH / N O)/TJ) × 10 × GWP]

National calorific value and IPCC 2006
calorific amount
Can be applied.
The basic emission coefficients by fuel and
greenhouse gas in the mobile combustion (road)
sector may be applied.

Same as CO emissions due to
construction-stage equipment use

The emission coefficient for power uses the
nationally unique power emission coefficient.

3

CO emissions from
equipment use
(tCO -eq)
2

2

3

2

-9

4

Operation
CO emissions from
and maintenance energy use(tCO -eq)
2

2

End of life

2

2

c)

Same as CO emissions due to construction-stage equipment use

a) UNEP-GLAD: Global LCA Data Access
b) Energy Law Enforcement Rules
c) GWP: IPCC 2006 Guidelin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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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
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에서 제시
하는 에너지원별 배출계수를 적용하였고, 국내 적정 배
출계수가 없는 경우, GLAD, ELCD, ecoinvent 등의 국제
공유 LCI DB를 사용할 수 있다. 시공단계의 경우, 탄소
배출원이 세부 공종별로 산정되어 도출되어야 하므로 공
종별 자재투입 및 장비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산정하
며, 대상 공종에 자재투입 또는 장비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하나만 존재할 경우 그 값이 해당 공종의 탄소
배출량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종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하
여 상위 공종, 사업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Fig. 3).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은 Table 4에 수식으로
표현하였다.
3.4. 광해방지사업 전과정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의 적용
한계
광해방지사업은 기초 및 상세조사, 정밀조사(pilot test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으로
진행되나 본 연구에서는 1단계 기초연구로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은 기초 및 상세조사, 정밀조사와 관련한 배출
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한하였다. 광해방지사업에서
기초 및 상세조사, 정밀조사에 해당하는 배출활동은 해
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병행 혹은 복수가 함께 수행
되는 사례가 있으며, 해당 활동을 위한 이동연소원의 사
용량 등을 특정하여 구분하거나 데이터 구득이 어려운
여건이다. 이 부분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온실가스 인벤
토리 구축시 scope 1과 scope 2의 연간 총량 관리 개념
의 방식으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한 이후 각 사업별로 정
량화하거나, 고도화하여 일부 top-down 방식으로 할당하
거나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각각의 활동별로 활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식의 추진이 필요하다.

4. 결 론
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시행하는 명확
한 법률적 경계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그 사업 추
진 절차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활동에 의하여 진행되
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저감하기 위한 총
량관리방식을 적용하여 사업 관리주체의 온실가스 배출
량만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
하기 방식은 원론적인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의 취
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광해
방지사업의 적정한 탄소배출량의 관리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부 사업별로 추진 절차에 따라 맞춤형
으로 life cycle 설정하여 부합화하고, 광해방지사업 전주

기에 대하여 전과정 평가방식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
고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관리 전략을 수립 및 시행된 바 없으므로, 탄
소배출량 산정 방식 연구는 총괄 광해방지사업의 온실가
스 관리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제적 기반 검토이라
는 측면에서 연구 가치가 있다. 또한, 광해방지사업별로
시범 적용 및 분석을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을 시행하고
환류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광업 전주기로의 확대 적용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간접배출(scope 3)에 대한 LCI DB(Life
Cycle Inventory Database)가 지속적으로 개발 및 보완되
고 있으며, 축적된 광해방지 품셈을 활용하여 광해방지
사업의 각 추진사업에 맞춤형 공종별 원단위 검토를 지
속적으로 추진코자 한다. 다만, 지금까지 국내외에 기 구
축된, 그리고 현재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탄소관련
DB 자체의 신뢰성과 이 DB를 광해방지사업의 각 추진
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신뢰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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